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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거 한 다국적 도시 메

갈로폴리탄에는눈이내리고있다. 컴퓨터게

임회사 오코사마 스타에 소속된 프로그래머

지미. 최근에 그는 아내를 잃었고(아내 리사

는어느날자신을찾지말아달라는말을남긴

채 그의 곁을 떠났다), 현재는 크리스마스 출

시를목표로최신컴퓨터시뮬레이션게임너

바나를시험중이다. 한편지미가게임에들어

가자, 게임의 주인공 솔로가 그에게 말을 건

다. 그는 컴퓨터 내의 가상현실 속에서 반복

되는 프로그램과 각본에 따라 끊임없이 죽어

정적으로 보자면 똑같은 사건만이 되풀

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게임의 단계가 오

를수록 스토리는 새롭게 전개되기 마련

인 것을…) 끝나지 않을 생들을 반복하

니 그 사실을 안 순간 세상은 그저 악몽

이다. 비장하게, 이 고통에 찬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체 무엇

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열반을 향하여!

이에 우리의 주인공, 1차적으로는 컴퓨

터 게임 프로그래머이며 다시 말해 바

로 이 한없이 비루한 피조물을 만들어

낸 창조주는 기꺼이 스스로 위험을 무

릅쓰고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아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피조물이 감

히 창조주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이미 <

블레이드 러너>에서 충분히 숙지되었던

상황이다. 그 때 또 하나의 문제로 떠오

르는 것은 기억인데 꽤나 여러 가지로

변주되는 이것( 상으로 남아 있는 떠

나간 아내의 기억으로부터 급기야 해킹

의 가로 제거되는 뇌세포의 결과 사

라지는 기억까지. 어차피 기억이 정체

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솔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한 정체불명의 컴퓨터 바이러

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한

질문은 깨끗이 삭제되어 있지만)은 <토

탈 리콜>(역시 필립 K 딕의)로부터 가

깝게는 그것의 전제가 정보체계로서의

두뇌와 컴퓨터의 상동관계로부터 기인

하는 <코드명 J>에 아주 근접하게 놓여

진다(<코드명 J>는 그 자체로 짜깁기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수많은 유사점을

한꺼번에 끄집어내게 만드는데 지배 네

트워크와 항 네트워크로부터 정보와

기억의 교환에 이르기까지 비교의 수는

수없이 늘어난다). 극심한 빈부의 차이

와 그에 상응하는 두개의 공간(도시의

내부와 외곽지 ), 게다가 그 외곽지

라는 것을 이루는 엑조틱한 모드란 <블

레이드 러너>에서 아쉬울 것 없이 보여

진 것이고, 설치는 인간 사냥꾼들의 면

면은 카펜터가 <LA 2013>에서 그야말

로 키취적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또는

미래 사회의 게릴라로 존재하는 해커들

의 펑크적 면모의 익숙함이라니(하물며

나이마의 모습은 니키타와 어쩜 그리

똑같을까). 이 화에서 가장 주된 논제

는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의 벽을 최

한 얄팍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허물어버

린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사이버 스페

이스에 해서는 어떨까? 적어도 네트

의 세계에 해서는 이미 <공각기동 >

이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가령 아

직 그 전모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

만츠토무의만화『블레임』은네트와실

제 세계의 구별을 아예 없애버린 채 시

작한다). 그러나이모든짜깁기(그나마

가야 하는 스스로를 인식한 이후이다. 원인

불명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 불가능한 인식

을 가능하게 했다. 솔로는 제발 이 악몽을 끝

내줄 것을 요구한다. 방법은 하나. 오코사마

시티의 메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너바나의

소스를 지우는 수밖에 없다. 지미는 도시 외

곽의 우범지 , 아랍 구역으로 떠난다(그곳

은또한리사가도착한첫번째장소이기도하

다). 생체기관을팔려는인간사냥꾼들, 납치

와유괴, 살인이밥먹듯이자행되는그곳에서

지미는 아내의 친구이자 전직 해커인 조이스

틱을만난다. 지미는오코하마의메인컴퓨터

에 들어가기 위해 그의 도움을 요청한다. 지

미의 일탈을 눈치 챈 오코하마에서는 추적자

를 보내고, 그를 따돌린 지미와 조이스틱은

리사가 간 두번째 장소이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봄베이시티로향한다. 트럭을탈취해서

버려진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들 뒤로 오코하

마의 추적자들이 쫓아오지만, 전설적인 해커

인 게릴라 여전사 나이마의 도움으로 지미와

조이스틱은위기를넘긴다. 봄베이시티에도

착한 지미는 리사가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된

다. 다국적기업들의컴퓨터에침입한 가로

기억을 잃은 나이마는 지미에게 사랑을 느낀

다. 칼리 여신의 신상 앞에서 힌두의 깨달음

을 들은 그들은 추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가

까스로 빠져나와 드디어 오코하마 메인 컴퓨

터로의접속을시도한다. 크리스마스이브전

날 아침, 나이마의 인도하에 지미는 수많은

방들로 이루어진 CPU 안으로 들어간다. 지

미는 추적자들이 그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전

에너바나의방을찾아프로그램을지워야한

다. 잘못 들어간 방들마다 환 이 그를 붙잡

고, 추적자들은 방문 앞까지 도착해 있다. 조

이스틱과 나이마를 먼저 보낸 지미는 드디어

너바나의 방을 찾아낸다. 솔로와 작별인사를

한지미가프로그램을지운순간, 추적자들이

들이닥친다. 

아마도 컴퓨터 게임 속에서 셀 수 없는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가상인물은 윤회

하는세계의고통에 구가되기에모자

람이 없었으리라. 매번 GAME OVER

와 함께 한 생을 끝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되풀이하며(물론 조금 긍

뒷북치기가 부분이지만)에도 불구하

고 먼저 한마디 해둘 것은 어쨌든 이건

이탈리아 중 화의 개가라는 사실이

다. 범람하는 SF-이미지의 아우름 속에

서 의도된 무국적성을 달성했다는 점에

서. 이것을 이름하여 마카로니 사이버

SF라고부를수있을까? 

가까스로 변별점을 찾아내자면, 혹은

이짜깁기를가능하게한바탕으로서하

나의 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컴퓨터게임내에서의반복의메

카니즘에집중했다는점일것이다. 그리

스의 낙원 같은 해변가(<지중해>)로부

터 멕시코의 작은 마을(<푸에르토 에스

콘디도>)까지‘모든것을떨쳐버리고떠

나라. 그러면 진실한 깨달음과 해방에

이르는 길을 찾을 것이니’를 역설한 가

브리엘 살바토레가 열렬한 불교신자라

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봄베이 시티

의전자식힌두교신전까지가지않더라

도가상이미지와실제이미지를넘나드

는이이야기속에서가브리엘살바토레

가 가 닿으려고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

이 바로 그 윤회의 고리로 뒤엉킨 세상

으로부터어떻게벗어날수있는가의문

제 을 것이다(말 그 로‘너바나’다).

따라서 그의 전작들과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화는 여전히 <지중

해>이거나 <푸에르토 에스콘디도>의 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다

시 말해 이 화가 SF적 비전에서 그

어떤새로움도가져오지않고있는이유

는(차라리 그냥 선배들의 유산을 골고

루 안배하고 있는 이유) 이것이 사실상

SF적 세계관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시작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니

까 SF적 담론의 무게에 괜히 기죽을 것

없이 마치 그의 전작을 보는 것처럼(아

울러보너스로<블레이드러너>에서<코

드명J>에이르는이미지들의현시를한

자리에 모아보며)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즐기기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윤회설을 끌고들어온 이 이탈리아 중

화로부터 어떤 위험스러운 징조를 엿

보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지점, 다국적

도시 메갈로폴리탄의 외곽을 감싸고 있

는 엑조틱한 풍경 때문이다. 거의 지옥

도를 연상시키는 아랍 구역으로부터 상

하이 타운, 봄베이 시티에 이르기까지

이 한판 오리엔탈리즘의 뒤범벅을 만들

어내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SF 화에

서 유럽 통합의 은 한 제국주의적 징

후를 읽는다면… 그것은 단지 아시아의

한켠에서 화를 보는 우리의 노파심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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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or

(주)한국 상투자개발

producers

리타 체치 고리

비토리오 체치 고리

마우리찌오 토티

screenplay

피토 카쿠치

로리아 코리카

가브리엘 살바토레

director of

photography

이탈로 페트리치오네

editor

마씨모 피오치

production

designer

지안카를로 바실리

music

페데리코 데

로베르티스

마우로 파가니

production

companies

마리오 & 비토리오

체치 고리

캐피틀 필름

데이비스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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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시네마 카

콜로라도 필름

special effects

디지탈리아 그래픽스

SRL

파브리지오 돈비토

CG

세르지오 스티발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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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ume 

패트리찌아 체리코니

플로랑스 에미르

sound

조쉬 크레이머

cast

크리스토퍼 람베르

Jimi Dini

디에고 아바탄투오노

Solo

스테파니아 로카

Naima

엠마뉴엘 세이그너

Lisa

세르지오 루비니

Joystick

아만다 산드렐리

Maria

클라우디오 비시오

Corvo Rosso

지지오 알베르티

doctor

레오나르도 가조

Gaz Gaz

파올로 로씨

Joker

베보 스토르티

meditating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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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크리스토퍼 람베르

너바나
Nirvana

가브리엘살바토레감독



distributor

20세기 폭스 코리아

producers

존 데이비스

조셉 M 싱어

데이빗 T 프렌들리

screenplay

냇 멀딘

래리 레빈

based on the

Doctor Dolittle

stories by

휴 로프팅

director of

photography

러셀 보이드

editor

피터 테쉬너

production

designer

윌리암 엘리옷

music/score

conductor 

리차드 깁스

production

companies

20세기 폭스

데이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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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executive

producers

수 바덴-포웰

제노 토핑

associate

producer

스텝 레이디

production

supervisor

캐시 미켈 깁슨

production

co-ordinator

발레리 미카엘리안

쿠세라

unit production

managers

수 바덴-포웰

additional

photography:

제프리 다우너

location

managers

Los Angeles:

에릭 클로스터만

알렌 케엘라

San Francisco:

엘렌 윈첼

post-production

supervisor

P 포드 코

2nd unit directors

어니 오사티

존 파하트

assistant directors

리차드 그레이브스

셔릴 브랑

타무 블랙웰

additional

photography:

수잔 헬만

2nd unit:

크리스 크렌겔

script supervisors

베니타 브레이지어

2nd unit:

사라 아우어스왈드

마벨 웨이크필드

casting

낸시 포이

associate:

수잔 브라운

San Francisco

Location:

헤닝어 스테인

캐스팅

voices:

리 프렌치

2nd unit director

of photography

도날드 M 

맥쿠에이그

camera operators

돈 레디

해리 가빈

2nd unit:

게리 후들레스톤

폴 휴엔

steadicam

operator

해리 가빈

visual effects

supervisor

존 파하트

visual effects

producer:

앤 푸트남-콜베

co-ordinator:

가브리엘 C 프렐킨

editors:

데릭 미첼

제프 비티

motion control

operator

마트 하딘

animatronic

creatures

짐 헨슨 크리처 샵

creative supervisor:

데이빗 바링톤 홀트

general manager:

맷 J 브리톤

visual supervisor:

피터 브루크

project manager:

샐리 레이

sculptor:

마크 왈버그

model/foam shop

supervisor:

필 잭슨

puppet builders:

릭 세딜로

마리안 키팅

로빈 맥카시

레티시아 샌도발

애미 웨셀

줄리 조벨

feather technician:

로빈 두체이

hair technicians:

카린 핸슨

케이트 스터들리

신디 윌크스

리사 코데로

production 

co-ordinator:

짐 에드슨

digital visual

effects

비전아트

supervisor:

조수아 D 로즈

producer:

로버트 D 크로티

2D animation

supervisor:

테드 페이

3D animation

supervisor:

R 스트링 두기드

CG artists:

존-마르크 코치

마이크 브레이

다니엘 나울린

크리스 그린버그

지미 스콰이어스

다니엘 크래머

토드 보이스

빈 리

배리 새플리

짐‘빅 독’맥린

지미 주웰

2D artists:

셀레인 코웰

존 필

크리스티나 드라호스

제레미 넬리간

2D paint artist:

힐러리 코비

compositing

supervisor:

도렌 하버

compositors:

채드 칼버그

존 라파우스 주니어

visual effects

밴드 프롬 더 랜치

엔터테인먼트

supervisor:

반 링

producer:

캐시 캐논

digital artists:

에릭 이펜

마사 소이헨드라

토드 바치리

트래비스 랭 리

조나단 반타

스티븐 워커

co-ordinators:

미첼 린스

케리 시아

크리스탈 포스

수잔 더몬드

editor:

히토시 이노우에

technical

supervisor:

데릭 토토렐라

visual effects

팝 필름

팝 애니메이션

executive producer:

제프 로스

producer:

마크 브라운

co-producer:

멜리사 브록만

digital effects

compositing

supervisor:

제니퍼 저만

digital optical

supervisor:

그렉 킴블

digital compositors:

데이빗 크로포드

켈리 그래니트

아담 하워드

자크 레베스크

브랜든 맥노튼

존 로우

editor:

토미 도세트

production

managers:

톰 클래리

조 스토크스

digital imaging

manager:

팻 레폴라

visual effects

C O R E 디지틀

픽처스

animation

supervisors:

밥 먼로

존 마리엘라

animators:

폴 앤더슨

테리 브래들리

하워드 P 캐시디

프랭크 파이타

프랭크 팔콘

닉 시에

워렌 J W 리뎀

아론 링톤

루이스 로페즈

모리스 몰리노

브라이언 A 스미츠

알렉산더 L 스테판

클라우드 테리알트

트레이시 바즈

마이클 윌

데이빗 윌로우스

effects producer:

커스텐 마샬

production

manager:

사라 필모어

digital visual

effects

시네사이트

supervisor:

토마스 J 스미스

producer:

애리아나 링겐펠서

CGI supervisor:

조 파스퀘일

digital paint

supervisor:

보린 풀러

digital compositors:

제이 쿠퍼

제이슨 피치오니

그렉 A 심스

로니 E 윌리암스

주니어

본진 비엔

그레고리 리게이

톰 질스

캐티 누크

CGI animators:

레스터 웨이스

리차드 리우키스

메이코 요시다

rotoscope artist:

길버트 곤잘레스

co-ordinator:

아이비 아그레간

editor:

숀 J 브로스

digital effects

퍼시픽 타이틀/

미라지

digital supervisor:

데이빗 소살라

executive producer:

조 가레리

technical

supervisor:

패트릭 필립스

artists:

제니퍼 로우-스텀프

올리버 사다

톰 람

co-ordinators:

제이슨 한넬

스테이시 보오드

digital effects

컴퓨터 필름 컴퍼니

supervisor:

자넥 서스

producer:

자넷 예일

digital artists

포트투나토

프래타시오

마리조스크 오클레어

제리 홀

마틴 톰직

맷 데세로

special effects

supervisor:

버트 달톤

foreman:

로드니 버드

알버트 델가도

2nd unit:

빌 앨드리지

lead puppeteer

알란 트라우트만

performance 

co-ordinators

알란 트라우트만

이안 트레고닝

puppeteers

윌리암 바레타

케빈 칼슨

브루스 래노일

드류 매시

이안 트레고닝

맥 윌슨

visual effects

editor

니나 멜코니안

art director

그렉 파팔리아

set designers

제임스 F 클레이토

지나 B 크랜햄

이스턴 마이클

스미스

set decorator

K C 폭스

storyboard artists

댄 스위트맨

톰 융

다릴 헨리

렌 모간티

custume designer

샤렌 데이비스

costume

supervisor 

리키 린 사부사와

make-up artists

앤 팔라

2nd unit:

숀타이 클라크

special effects

make-up

매튜 W 멍

hairstylist

에르마 켄트

2nd unit:

페이 켈리

titles

파블로 페로

타이틀 하우스

opticals

퍼시픽 타이틀/

미라지

orchestrations

패트릭 로스

additional:

존 A 컬

필립 기핀

music supervisor:

필라 맥커리

music 

co-ordinator

멜로디 수톤

supervising music

editor

윌 카플란

music editor

폴 실버

music scoring

recordist

존 로드

sound engineer

존 로톤디

sound

engineer/mixer

로버트 페르난데즈

music

programmer

케빈 클리에쉬

soundtrack

“Push ‘En Up”by

E Grier, D Veal, 

W Borders, A

Borders, A Davis,

performed by Eddie

Kane ＆ DeVille

featuring D J

Toomp

“Are You That

Somebody?”by

Stephen ‘Static’

Garrett, Tim

Mosley, performed

by Aaliyah

“Lady Marmalade”

by Kenny Nolan,

Bob Crewe,

performed by All

Saints

“Rock Steady”by

Aretha Franklin,

performed by

Dawn Robinson

“Blown’in the

Wind”by Bob

Dylan

“Ain’t Nothin’But

a Party”by Sylvia

Robinson, Clifton

Chase, Michael

Wright, Cheryl

Cook, Guy O’

Brien, Sherwin

Charles, James

Carter, Travis Ray

Lane, Ivan

Norwood,

performed by

Sugarhill Gang

featuring Grand

Master Melle Mel

“Get Down

Tonight”by Harry

W Casey, Richard

Finch 

“In Your World”by

Twista, Mayze,

Malif, performed

by Twista ＆ The

Speed Knot

Mobsters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by Sammy Fain,

Paul Francis

Webster 

“Greater Love”by

Lisa Bragg,

Michael Bragg,

performed by Out

of Eden

“Woof Woof”by V

Bryant, performed

by 69 Boyz

“Lovin’You So”by

Tony Maiden,

Chaka Khan, D’

Wayne Wiggins,

Rahssan

Patterson,

performed by Jody

Watley

“Eye of the Tiger”

by Jim Peterik,

Frankie Sullivan Ⅲ

“Pacific Blue”by

Steven John

“I Got You(I Feel

Good)”by James

Brown 

“Kum Ba Yah”

(trad) 

“Talk to the

Animals”by Leslie

Bricusse,

performed by Louis

Armstrong

“Dance”by Marvin

Winans, Ronald

Winans, Howard

Smith, Warryn

Campbell, Erica

Atkins, Trecina

Atkins, Raymond

Norwood,

performed by Robin

S featuring Mary

“That’s Why I Lie”

by Rodney Jerkins,

Fred Jerkins Ⅲ,

Lashawn Daniels,

Issac Phillips, Tye-

V Turman, Tracy

Hale, performed by

Ray J

“Dolittle Things”

by Andrea Martin,

Ivan Matias,

performed by

Changing Faces

featuring Ivan

Matias

sound mixers

데이빗 커쉬너

2nd unit:

그렉 우즈

re-recording

mixers

게리 브루주아

개리 알렉산더

supervising sound

editors

마이클 J 베나벤테

존 A 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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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두리틀
Dr Dolittle

베티토마스감독

<닥터 두리틀> 에디 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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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두리틀은 동물들과 화를 할 수 있는 신

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

는 어린 아들이 동물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을인정하려들지않는다. 그결과존은그능

력을 상실한 채 어른이 된다. 계약서에 사인

만 하면 큰 회사와 동업도 가능한 성공한 의

사가 된 존은 어느날 차를 타고 가다가 개 한

마리를 친 뒤 자신의 능력이 되돌아온 것을

알게된다. 며칠후그는그개를동물수용소

에서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다. 그러나 동

물들과 화를나누는존의새로운능력은자

신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까지 당황하게 만

든다.

그가 이상한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고얼마가지않아닥터두리틀은집

앞에 길게 늘어선 병든 동물들과 맞닥뜨린

다. 그 중에서도 서커스 호랑이는 그 증세가

특히 심각했다. 동물들과 말을 하는 존의 이

상한 행동에 당황한 동료들은 그를 정신병원

에 입원시킨다. 가까스로 탈출한 존은‘정상

인’으로 돌아오고자 하고, 커다란 회사와 계

약서에 사인할 날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

다. 그러나 괴짜인 그의 막내딸 마야의 격려

에, 존은자신의사명을받아들이기로결심하

고병든호랑이를치료해준다. 기업가들은그

의능력에감탄하지만, 존은그들의동업제의

를거절하고, 가족들의지원으로새로운의사

인생을시작한다.

<닥터 두리틀>은 시침 뚝 떼는 듯한

화이다. 처음부터, 못 생긴 비만여성이

나 보스 행세를 하는 추녀에 관한 농담

과 불쾌한 항문성교를 통해‘자기자신

이 되는 법’을 깨우쳐가는 웅적인 인

물을제시하는, 완벽하게상투적인 화

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닥터 두리틀

>은 관습적인 사회가 끔찍스러워 하는

모든 것들에 치를 떠는 화 같다. 그러

나 실제로 <닥터 두리틀>은 괴짜들 편을

드는 화이다. 

이 화는 1967년도 렉스 해리슨의

오리지날 필름과 비교되기보다는, 에디

머피의 최신작 <너티 프로페서>와 비교

될 때 가장 이해가 빠르다. <너티 프로

페서>처럼, <닥터 두리틀>은 인간의 육

체가의지 로조절되지않는것을다루

는 화이다. 전자의 주인공인 셔먼 교

수가신체사이즈의변화때문에별나게

취급받는부분에서처럼, 존은동물의언

어를이해하는재능때문에주위사람들

을 넌더리나게 만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우리인간들의불가해한특질

이다. 식욕을 조절할 수 없는 셔먼 교수

의 끝없는 탐식의 욕구는 그를 마치 동

물처럼 보이게 한다. 비슷하게, 존의 입

은인간과동물사이의경계선을불분명

하게 만든다. 그는 기꺼이 쥐에게 인공

호흡을 할 수 있고, 아내의 자리에다 그

조그만 짐승을 위한 구멍을 뚫어줄 수

있다(그의 재능이 되돌아오자마자, 당

연하게도존은부인과원만한관계를맺

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의사의

동물사랑은, 이런 저런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볼수있다. 

그리고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과 동물

의언어를구사하는것사이의연결고리

에 어떤 의혹이 존재한다면, 닥터 두리

틀이 강제입원하는 정신병원에서 그 의

혹은명백히풀린다. 정신병원의수석의

사는 흑판 위에“비만의 측면들”이라는

두 단어를 써놓는다. 이런 식으로 존의

광기/재능은 육체에 관한 미국인들의

파시즘적 특성(‘정상’에 관한 집착)의

정반 지점에놓인다. 

이 정신병원의 원장은 적절하게 흥미

로운 경우이다. 고양이가 그 원장의 도

착증세(벽장 안에 감춰둔 분홍색 발레

용 짧은 스커트에 한 애착)를 존에게

알려주었기때문에, 존은그를공갈협박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이

화가 비난하는 이들은 도착자들이 아니

라 그 증세를 감추기 위해 애쓰는 이들

이다. 이제 이 화가 우리를 이끌고 가

는 곳은 이상향으로서의 서커스장이다.

화속의다른어떤장소들보다도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촬 한(밤장면은

특히 매혹적이다) 이곳에선, 수염기른

여성과 난쟁이들이 당당하게 활보하며,

동물과인간이동등하게친 해질수있

다. 그들은 갇혀있는 채로 돈을 벌지만

(이 화는 결국 실용적인 화이다),

그래도자유롭다고할수있다.

비만 여성에 관한 농담들에도 불구하

고, <닥터 두리틀>은 머피의 마초 페르

소나의 급진적인 발전을 구성해나간다.

머피라는 인기스타의 상투적이고 웃기

는 장난을 폭 축소하고, 그 부분을 크

리스록이목소리를맡은돼지래드니에

게 맡긴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록은 머

피의 연기를 모델로 삼아왔고, 그의 익

살스런 장면들은 머피와 희미하게 비슷

한 스타일 일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모

방하고있는것으로도보여진다.

이 작품이 이야기를 꾸며 는 만큼이

나 자기고백적이고 우상파괴적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본작가중 한명인

래리 레빈이「게리 샌들링 쇼」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일했다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

화에 해 뭐라고 생각할지는 누구도

알수없다.

CHARLOTTE O’SULLIVAN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간 사이 아정은 갑작

스러운엄마의방문으로 당황한다. 유치원에

다니는큰아들해기의치닥거리에바쁘고게

다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아정, 부쩍

늙어버린 엄마를 반기지만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  끊임없이 두통과 높은 혈압을 호소하

는엄마는한꾸러미의약통을달고다니고언

제나약기운으로몽롱하기만하다. 그런엄마

를 보면서, 아정은 약사면허도 없이 약국을

하면서 언제나 형사 아저씨의 방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엄마와 힘없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낸다. 보험여왕의 집을 방문해 자서전

을 필해야 하는 아정은 밥도 해주지 않고

아이만 맡겨둔 채 쏘다닌다고 불평하는 엄마

의 행동에 어이없어 한다. 아정의 신경질과

차가운 반응에 심통이 난 엄마는 내려가겠다

고짐을싸지만아정에게주려고산스카프를

전해주면서 그냥 눌러 앉는다. 피부관리실에

다니고압구정에서철철이 맞춰입는친구노

박이를 부러워하며 눈물짓는 엄마를 보며 아

정은어린시절의상실에서옷을가봉하며희

희덕거리던 엄마의모습을떠올린다. 보험여

왕의자서전을 필하는일을출판사에서 의

뢰받은 아정은 이것저것 묻는 엄마에게 책을

쓰는것이라고만말하고엄마는돈을많이벌

어고운밍크코트한벌만사달라고철없이졸

라댄다. 

보험여왕의 집을 방문한 아정은 고생을 이

기고성공할수있었던모든이유는아이들이

었다는 그녀의 허 섞인 말에 엄마를 떠돌리

며 눈을 질끈 감는다. 늦게 들어온 아정에게

엄마는 환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닌다며 화

를 내고, 약사도, 의사도, 교수도 아니면서

다집어치우라고포악을쓴다. 놀다왔냐고

드는 아정에게 엄마는 아들만 있었어도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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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
윤인호감독

dialogue editors

데이빗 컬직키

울리카 애칸더

sound effect

editors

그렉 버키

폴 앱티드

recodist

앨리슨 샌포드

ADR

editors:

휴고 웽

커트 설키

foley

supervisor:

도날드 실베스타

artists:

앨리시아 스티븐슨

다운 핀터

폴 시티븐슨

recordist:

캐리 캐쉬맨

mixer: 

데이브 베탄코트

editor:

데드 캐플란

stunt co-ordinator

어니 오사티

animal 

co-ordinator

개리 게로

head animal

trainer

마크 포브스

animal trainers

스태시 M 바실

브라이언 깁스

토마스 L 군더슨

체릴 해리스

래리 매드리드

래리 페인

돈 스피니

데이빗 수사

horse trainers

셀리 보일

짐 에릭슨

tiger trainers

릭 래시

알렉산드라 뉴만

마크 워터스

cast

에디 머피

Dr John Dolittle

오시 데이비스

Archer Dolittle

올리버 플랫

Dr Mark Weller

피터 보일

Calloway

리차드 쉬프

Dr Gene Reiss

크리스텐 윌슨

Lisa Dolittle

제프리 탬보

Doctor Fish

킬라 프랫

Maya

라벤-시모네

Charlsse Dolittle

스티븐 길본

Dr Livack

에릭 토드 델럼스

Jeremy

준 크리스토퍼

Diane

체리 프랭클린

Mrs Parkus

마크 아데어-리오스

intern

돈 캘파

patient at

Hammersmith

아놀드 F 터너

animal control

officer

케이 야마모토

receptionist

켈리에

나카하라-왈렛

beagle woman

베스 그랜트

woman

율 카이스

vet’s assistant

브라이언 콴

busboy

L 피터 캘렌더

policeman

챨스 A 브랜크린

security guard

클리프 맥라울린

mounted policeman

리차드 펜

principal

존 라파예트

reverend

레이몬드 매튜

메이슨

3 year-old Dolittle

다리 게라드 스미스

5 year-old Dolittle

칼 T 라이트

reporter

스탄 셀러스

밍 로

cops

character voices

놈 맥도날드

Lucky

알버트 브룩스

Tiger

크리스 록

Radney

레니 산토니

rat 1

존 레귀자모

rat 2

줄리 카브너

female pigeon

게리 샨들링

male pigeon

엘런 드제너레스

prologue dog

브라이언

도일-머레이

old beagle

필 프록터

drunk monkey

제나 엘프만

owl

길버트 고트프리드

compulsive dog

필리스 카츠

goat

더 라스 샘버거

poumd dog

제프 두세트

possum

아키 한

heavy woman’s

dog

톰 토울스

German Shepherd

에디 프리어슨

skunk

폴 루벤스

racoon

로이스 D 

애플리게이트

‘I Love You’dog

제임스 F 딘

orangutan

채드 아인빈더

Bettleheim the cat

조나단 립닉키

Baby Tiger

해 톤 캠프

pig

케리간 마한

penguin

8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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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GHT & SOUND



전해들어갈수있었던것은그것이‘아

버지와아들’이었기때문이었을까? 

엄마이길 바라는 딸과 (그 스스로도

엄마인) 여자이길 바라는 엄마의 모녀

관계는 마요네즈 하나를 두고 투닥거려

야만하는것일까? 

아파트 벽과 벽 사이에서, 문과 문 사

이의 갇힌 공간으로 두 인물을 집어넣

었던 윤인호 감독은 그 이유와 당위를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의도적으로’연출의 동선과 카

메라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인물을 배치한 미장센의 방법으로 <마

요네즈>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연극적 롱테이크와 두 배우의

연기로 승부를 보아야 할 진정성이 사

라진 세트에는 그저‘드라마’에 익숙한

최진실과 김혜자가 있을 뿐이다(「그

그리고 나」에서 결혼을 반 하던 엄마

(김혜자)에게 악을 쓰며 들던 딸(최

진실)을 생각해보자). <바리케이트>와 <

마요네즈>는 아귀가 맞지않는 깨어진

거울이다. 그 깨어진 흠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하나의 거울이었는지가 의심스

러울 정도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작은 부분조차도 그 균열을 이

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난반사하며 서로

의 이미지를 파괴할 뿐이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이 하나로 만나, <바리

케이드>와 <마요네즈> 사이의 그 넓은

허탈감을 메워줄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윤인호 감독의 표현 로 그가

바라보는‘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이

렇게 단순한 것이라고는 그도 생각하지

않을것임을믿는것처럼말이다.

강혜연 기자

마와 딸의 이야기를 시작한 <마요네즈>

의 덫이 되었고 천형이 되어버렸다. 아

버지의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로

옮겨온 <마요네즈>가 노동현장에서 중

산층 아파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

까? 약으로 망가져가는 엄마, 젊은 시절

의 고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엄마, 그엄마를닮고싶었던딸의한숨,

‘자식에게 목숨을 거는’한국엄마의 위

한 신화는 <마요네즈>에서는 깨끗이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유난히 선이 굵고

분명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구조와

는 달리 <마요네즈>에서 엄마를 용서할

수 없는 아정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

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아버지의 존재이

다. 그녀가엄마를마음속에서 지운순

간은병석에누워 소변을가리지못하

는아버지의등짝을때리면서포악을쓰

던 엄마의 마요네즈 냄새를 맡은 순간

이다. 실향민으로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한아버지의철벽같은무심함과끔찍

한 주사를 평생 견뎌야 했던 엄마의 기

와 아픔과 육신의 고단함은 순식간에

엄살이 되고 허 이 되고 이기심이 된

다. 그 허 기를 끔찍해 하지만 결국 엄

마가되고엄마의삶을생각하는아정이

라는 순환의고리는덧없다. “엄마의남

편과딸의아버지가같은사람이라고할

수 있을까?”라는 아정의 나레이션은 한

국의어머니상이라는김혜자씨가<마요

네즈> 안에서 푼수처럼 소란을 떨며 우

스워지는단하나의이유가돼버리는것

이다. 결국 <마요네즈>의 모녀의 갈등은

아버지에 한 엄마의 의무불이행이었

던 것일까? 사회적인 장을 바탕으로 이

루어졌던 <바리케이트>의 부자관계가

그것을토 로하는심리적인관계로역

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신세한탄을 시작한

다. 월남한 실향민으로 술에 쩔어 살았던 아

버지와 그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

로서의 꿈을 잊지않으려 했던 엄마, 그리고

아정이 그못다한꿈을이루어주리라는기

를 가졌던 엄마를 생각하며 아정은 착잡해진

다. 아버지의눈을피해친구들과놀러다니던

엄마와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던 아버지의

기억. 아정과 <카사블랑카>를 보던 엄마는 무

식한‘존 웨인’같았던 아버지에 치를 떨며

험프리 보가트와 록 허드슨을 좋아한다고 말

하고, 아정은록허드슨은에이즈로죽었다고

퉁명스럽게 꾸한다. 자서전의 내용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편집장과 만나고 돌아

온아정은자서전의내용을읽고꺼이꺼이울

고있는엄마를보고안스러움을느낀다. 하지

만 엄마가 우는 이유가 아내에게 헌신적이었

던 보험여왕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이

라는것을알고배신감을느낀다. 마요네즈를

처덕처덕 바른 엄마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소변을 받아내면서도 머리에 마요네즈를 바

르고 아버지를 구박하던 엄마를 떠올리며 아

정은감정이북받친다. 외출하고돌아온아정

은엉망인집과열에들떠있는아들해기, 그

리고머리에마요네즈를바른채화장실에쓰

러져있는 엄마를 발견한다. 아버지에 한

회환과 엄마에 한 연민으로 아정은 엄마와

싸우고나는엄마가없다고소리친다. 남편이

출장에서 ,엄마는 다시 내려가고 모든 것은

다시 평정을 찾는다. 시간이 흐르고 아정은

엄마의 기일을 맞아 동생과 통화를 한다. 새

로운 자서전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아정은

엄마가 사주었던 붉은색 스카프를 보며 생각

에 잠기고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 화면 위

로흐른다.  

두 여자가 한 공간 안에 담긴다. 시어머

니와 며느리 사이처럼 분명하게 모난

관계도 아니지만 애증과 연민, 그리고

짜증이 교차하는 모녀관계는 고부사이

의 단순한 긴장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엄마 같은 딸과 딸 같은 엄마’라는 뒤

바뀐 설정으로 돌아보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모성과 여성성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여성임을 잊지 않으려는

엄마는 그렇게 추하고 거추장스럽게 늙

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을 지

켜보는 딸의 본능적인 거부반응은 당연

한 것일까? 하지만 <마요네즈>의 안과

밖에 널려 있는 이 많은 질문에 선행해

야 하는 한 가지 의문은 윤인호 감독만

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이다. 그리고 그

것은 윤인호 감독이 시작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는 한국사회가 이토록 기형적인 모습으

로 발전(개념에 한 판단의 유보가 필

요하다면‘변화’)해온 역사의 단면이자

축도 다.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한

국의 부자관계는 꼬이고 꼬이면서 만신

창이인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동력

이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리케이

드> 속의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미국

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방 라데시, 필

리핀으로 번져가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

의의 착취와 피착취 구조와 함께 물려

간다. 아메리칸 드림의 끝물에 몸을 실

었지만 산산히 부서진 육신으로 돌아온

아버지, 그의 몰락은 예비 지식인에서

쁘띠 부르주아로 계급으로 향할 수 있

는 유일한 희망인 아들의 학졸업장마

저 앗아간다. 그리고 돈을 벌기위해‘기

회의 땅’한국으로 흘러들어와 그의 아

버지가 미국에서 당했던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은 97년 한국의 세탁소라는 작은

벽 속에 갖혀 끊임없이 서로를 할퀴고

상처입힌다. 그 뿌연 수증기 속에서 날

아가는 연민들, 벽과 벽이 만들어내는

묘한 긴장, 그리고 서로의 몸을 기 는

짧은 낮잠, 그 부 낌은 놀랍게도 신성

한 육체의 약속이 되고 노동의 본질적

인 환희를 일깨웠다. 그 아름다웠던‘세

탁소 미장센’은 어느 순간 낡은 입문서

에서만 가능했었던‘꽃노래’를 뛰어넘

고, 치기어린 (혁명의) 도식을 단숨에

뛰어넘어‘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 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고

또 다른 곳의 아들들은 몸을 부 끼며

서로를 용서하고 혹은 눈감아준다. 새

로운 우상을 섬기듯 로맨틱 코미디를

향한숭배로뒤숭숭하던97년의충무로

에서 그 자신의 진정성으로 <바리케이

트>를 만들어낸 윤인호 감독은 머리로

만 가득한‘선동가’들의 구호를 몸으로

육화해낸것이다.

그리고 <바리케이트>에 한 이 구구

절절한 주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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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나무한그루가서있는조그만섬. 개

미들이 갱스터 메뚜기에게 상납할 곡식을 거

두고 있다. 일개미 플릭은 새로운 수확 기구

를 설명하려다가 상납할 곡식을 물에 빠뜨리

고 만다. 갱스터 두목인 무자비한 호퍼는 나

무에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 전까지 예년

상납량의 두배를 바치라고 명령한다. 플릭은

본토의 도시(쓰레기 더미)로 도움을 청하러

가겠다고 말한다. 후계자 수업 중인 아타 공

주는이를허락한다.

게리 리드스톰

additinal dialogue

recording

밥 바론

빈스 카로

존 맥 리넌

잭슨 슈와츠

music recorded

and mixed by

프랭크 울프

soundtrack

“The Time of Your

Life”by/performed

by Randy Newman

ADR 

editor:

마이클 실버스

foley 

artists:

데니 쏘프

재나 반스

recordist:

프랭크‘페페’메럴

editors:

매리 헬렌 리스만

마리안 와일드

mixer:

토니 에커트

supervising

technical directors

윌리암 리스브

에벤 오스트비

re-recording

mixers

게리 리드스톰

게리 썸머스

original dialogue

mixer

독 케인

mix technicians

게리 A 리조

토니 세레노

voice cast

데이브 폴리

Flik, the hero ant 

케빈 스페이시

Hopper, badass

grasshopper

줄리아

루이스-드레퓨스

Princess Atta, a

she-ant

헤이든 파네티어

Princess Dot

필리스 딜러

the Queen

리차드 카인드

Molt

데이빗 하이드 피어스

Slim, a walking

stick

조 랜프트

Heimlich

데니스 리어리

Francis, a male

lady bug 

조나단 해리스

Manny, the

praying mantis

매들린 칸

Gypsy, a moth

보니 헌트

Rosie, a black

widow spider

마이클 맥세인

Tuck/Roll,

Hungarian spider

존 라젠버거

P T Flea

브래드 가렛

Dim, a not-so-

bright beetle 

로디 맥도월

Mr Soil

에디 맥클루그

Doctor Flora

알렉스 로코

Thorny

데이빗 오스만

Cornelius

카를로스 알라즈라쿠이

잭 앤젤

밥 버겐

킴벌리 브라운

로저 범패스

안소니 버크

제니퍼 달링

라켈 데이비

데비 데리베리

폴 에이딩

제시카 에반스

빌 파머

샘 지팔디

브래드 홀

제스 하넬

브렌든 힉키

케이트 호지스

데니스 존슨

데이빗 랜더

존 래쓰터

세리 린

마이키 T 맥고완

커틀랜드 미드

크리스틴 란

켈시 멀루니

라이언 오도누휴

제프 피젼

필 프록터

잔 랩슨

조 랜프트

조단 랜프트

브라이언 M 로젠

레베카 슈나이더

프란체스카 스미스

앤드류 스탠튼

한나 스완슨

루시 테일러

트래비스 테드포드

애쉴리 티쉬데일

리 언크리히

조단 워콜

additional voices

94분

미국 1998년 제작

앤드류 고든

티모시 히틀

존 카스

카렌 카이저

숀 크라우스

밴콜 레이스칸

댄 리

레스 메이저

다니엘 메이슨

빌리 메리트

제임스 포드 머피

마크 오프트달

마이클 팍스

산제이 파텔

바비 포데스타

제프 프랫

카렌 프렐

로저 로즈

앤드류 슈미트

스티브 시갈

덕 세펙

알란 스퍼링

덕 스위트랜드

데이빗 타트

J 워렌 트레제번트

마크 월시

타샤 워딘

additional

animation

카일 발다

알란 바릴라로

콜린 브래디

벤 캐트멀

제니퍼 샤

팀 크로퍼드

이케 펠드만

스티븐 그레고리

지미 헤이워드

스티븐 클레이 헌터

앙구스 맥레인

존 미드

카린 메틀렌

발레리 미

피터 내쉬

잔 핀카바

브렛 풀리엄

마이클 퀸

지니 산토스

안소니 스코트

아담 우드

크리스티나 임

crowd supervising

animator

데일 맥베스

crowd animation

데이비 크로켓 페이튼

패티 킴

밥 코크

로버트 H 러스

로스 스티븐슨

쿠레하 요쿠

lead render

technical director

다니엘 페인버그

recording

manager

빅토리아 조스콥

optimization

consultant

오렌 자콥

animation

software

development

director

다윈 피치

software

engineers

브래드 앤댈만

로넨 바젤

베나 커린

토미 드로즈

커트 플레이셔

리사 포셀

토마스 한

마크 토마스 헨

키트 히라사키

마이클 B 존슨

스티브 존슨

마이클 카스

크리스 킹

에릭 레벨

피터 니

리 오저

브루스 페렌스

존 시프 포테바움

서딥 랜가스워미

아룬 라오

드류 로기

마이클 산치스

하이디 스테트너

더크 반 겔더

제임스 W 윌리암스

웨인 우튼

rendering

software

development

director

안소니 A 아코다카

special rendering

technicians

톰 더프

래리 그리츠

티엔 트룽

crowd technical

supervisor

마이클 퐁

effects/crowd

managers

니콜 파라디스 그린들

데어드 워린

effects technical

artists

제임스 밴크로프트

케이스 B C 고든

마크 토마스 헨

댄 허만

크리스티안 호프만

레오 후비츠

제프리‘JJ’레이

퀸틴 킹

크리스 페리

빌 폴슨

돈 슈레이터

브래드 위넴 러

아담 우드버리

crowd technical

artists

커크 바우어스

오니 P 카

샐리니 고빌-페이

퀸틴 킹

마이클 로렌즌

layout manager

몰리 노튼

layout co-

ordinator

트리시 카니

supervisong

layout artist

이완 존슨

senior layout

artist

크레이그 굿

layout artists

로버트 앤더슨

케빈 비요크

숀 브레넌

빌 카슨

웨이드 차일드리스

제레미 래스키

패트릭 린

마크 샌포드

아담 슈니처

2nd editor

데이빗 이안 샐터

editorial co-

ordinator

하나 윤

additional editing

제시카

앰바인더-로자스

드레드 이아트루

제프 존스

엘렌 케네시

art directors

티아 W 크래터

밥 폴리

art department

manager

캐서린 사라피안

shading

supervisor

티아 W 크래터

shading artists

존 B 앤더슨

데이빗 배트

리사 포셀

케이스 B C 고든

브라이언 그린

벤 조단

켄 라오

다니엘 맥코이

케이스 올레닉

크리스 페리

빌 폴슨

미치 프래터

브라이언 M 로젠

엘리엇 스미를

티엔 트룽

데이빗 발데즈

빌 와이즈

modelling/shading

co-ordinators

빅토리아 조스콥

마크 닐슨

스케치 아티스츠

마크 홀름스

렌 킴

댄 리

버드 럭키

로렌스 마비트

나다니엘 맥래플린

additional

storyboarding

기프위 보도에

질 컬튼

피트 독터

데이비 크로켓 페이튼

할리 제섭

제프 피젼

sculptures

노만 디 카를로

제롬 랜프트

character design

밥 폴리

additional:

댄 리

제이슨 캐츠

버드 럭키

지프위 보도에

제임스 포드 머피

산제이 파텔

타샤 웨딘

visual

development

피터 드제브

데이브 고든

스티브 존슨

폴 크래터

루 팬처

진 길모어

브루스 직

프레드 워터

윌리암 조이스

케빈 도나휴

릭 마키

title design

수잔 브래들리

orchestrations

조나단 삭스

돈 데이비스

이라 히어센

executive music

producer

크리스 몬탄

music production

supervisor

앤드류 페이지

music production

manager

톰 맥도갤

music editors

supervising:

로리 에수리러 프리

스택

associate:

브루노 쿤

temporary:

데이빗 슬루서

supervising sound

editor

팀 홀랜드

supervising

effects editor

팻 잭슨

sound designer

distributor

브에나 비스타 코리아

producers

달라 K 앤더슨

케빈 레어

screenplay

앤드류 스탠튼

도날드 맥엔리

밥 쇼

story

존 래쓰터

앤드류 스탠튼

조 랜프트

director of

photography

샤론 캘러한

supervising film

editor

리 언크리히

production

designer

윌리암 콘

music

랜디 뉴만

production

companies

월트 디즈니 픽처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production

supervisors

technical:

그레이엄 월터스

editorial:

빌 킨더

story/art/layout:

B Z 페트로프

production office

co-ordinator

진 플린

scheduling co-

ordinator

사라 조 도터스

production

manager

수잔 타츠노 하마나

post production 

supervisor:

브라이언 맥널티

consultant:

팻시 부게

casting

루스 램버트

associate:

매리 히댈고

additional ADR

voice:

마이키 T 맥고완

story supervisor

조 랜프트

additional story

맥스웰 브레이스 4세

애쉬 브래넌

짐 캐포비앙코

제이슨 케이츠

조겐 클루비엔

로버트 렌스

버드 러키

밥 피터슨

앤드류 스탠튼

나단 스탠튼

camera manager

제임스 버기스

camera

supervisor

루이스 리베라

camera

technicians

돈 콘웨이

제프 완

lighting manager

린제이 콜린스

lighting co-

ordinator

톰 킴

modelling/

shading manager

데어드 워린

modelling aritsts

마크 아담스

제임스 밴크로프트

로렌 카펜터

웨이-청 창

마이클 퐁

리사 포스웰

데보라 R 파울러

다미르 프르코빅

셀리니 고빌-페이

브라이언 그린

마크 토마스 헨

크리스티안 호프만

오렌 자콥

제프리‘JJ’레이

롭 젠슨

소노코 코니시

데이빗 로맥스

마이클 로렌즌

켈리 오코넬

케이스 올레닉

조이스 파웰

브라이언 M 로젠

데일 루폴로

앤드류 슈미트

돈 슈레이터

엘리엇 스미를

게일린 서스만

티엔 트룽

빌 와이즈

킴 화이트

crowd technical

artists

신시아 페티트

레슬리 피카도

crowd/effects co-

ordinator 

켈리 T 피터스

lead CG painter

로빈 쿠퍼

CG painters

이본느 허브스트

브린 이메저

렌 킴

supervising

animators

렌 맥퀸

리치 웨이드

animation

manager

코리 레이

associate:

모린 E 윌리

animators

마이클 번스타인

딜란 브라운

산드라 크리스티안센

스코트 클락

브렛 코데어

데이빗 데반

벅스 라이프
Bug’s Life

존레쓰터감독

<벅스 라이프> 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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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단의 서커스 벌레가 공연을 망친

죄로 단장인 P T 벼룩으로부터 해고된다. 플

릭은 그들이 파리와 싸우는 것을 보고 전투

벌레로 착각, 섬으로 데려온다. 서커스 벌레

들은플릭이탤런트스카우터인줄알고따라

온다. 오해가 풀리자 섬을 떠나려던 그들은

아타의 동생 도트가 굶주린 새에게 먹히려는

것을구해준다. 여기서아이디어를얻은플릭

은 가짜 새를 만들어 메뚜기들을 쫓아내자고

공동체를설득한다. 그러나아무도그가성공

하리라고 믿지 않자 플릭은 P T 벼룩에게 다

시고용된서커스벌레들과같이떠난다. 

메뚜기들이 여왕을 깔아뭉개러 나타난다.

플릭을 발견한 도트는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

한다. 플릭의 가짜 새 작전은 잘 되어 가다가

그만 불이 붙어 수포로 돌아간다. 궁지에 몰

린 플릭이 호퍼에 항해 일어서자 개미들은

비로소 그들이 수적으로 우세한다는 것을 깨

닫는다. 개미들은인해전술로맞서고, 플릭은

호퍼를 상 한다. 플릭은 꾀를 내 호퍼가 진

짜 새에게 사로잡히게 만든다. 호퍼는 새끼

새들의먹이가된다. 서커스벌레들은 웅이

된플릭을뒤로하고떠난다. 

애니메이션은 로 곤충을 많이 캐스

팅했다. 1909년 라디슬로 스테어윅스

는 죽은 사슴벌레를 애니메이트하는 실

험에 착수해 결국 <카메라맨의 복수>를

만들었는데, 화는 매우 사실적이어서

이 조그만 출연진을 훈련시킨 스테어윅

스의 재주에 평론가들은 모두 혀를 내

둘 다. 애니메이션의 선구자 플라이셔

형제도 탐욕스런 토지 개발업자들에게

생존권을 위협받는 도시 거주 곤충들의

이야기를 그린 <곤충 씨 읍내에 가다

>(41)를 만들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디즈니의 독주에 제동을 걸려

는, <릴리풋의 걸리버 여행기>(39)에

이은 플라이셔 형제의 두번째 시도 다

(성공하진 못했지만). 98년경 불이 붙

은 드림웍스 SKG와 디즈니의 맹렬한

경쟁 관계도 그와 비슷하다. 뉴욕에 거

주하는 똑똑한 개미들의 모험담 <개미>

를 한발 앞서 개봉한 드림웍스는 플라

이셔형제에서 시작된‘약자의 도전’정

신의 계승자다(물론 플라이셔 형제는

그렇게 조직적이고 치 하지 않았지

만). 하지만 역사는 역시 반복되나보다.

디즈니는 픽사와의 합작인 이 <벅스 라

이프>로 한수 위의 실력을 과시한다. 그

것은 목가적이고 보다 치 하고 완성도

높으며 흥행 결과도 더 좋았다. 기본 플

롯은 <개미>와 비슷하다. 다른 곤충 집

단의 위협을 받는 개미 공동체가 아웃

사이더 멤버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한

다. 다른 것은 <개미>에서 두된 개인

조직이란 민감한 딜레마가 여기선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벅

스 라이프>는 훨씬 밝고 가벼운 화다.

사건의 부분이 어두운 개미굴(<메트

로폴리스>를 연상시키는 음침한 분위기

가 <개미>에서는 아주 그만이었던)이

아닌 지상에서 전개되는 점도 그러한

밝음을강조한다. 

하지만 시점 안정은 픽사의 마스코트

다(단편 <룩소 주니어>의 성공을 보라).

빛과 색채의 섬세한 운용은 감독 존 레

쓰터와회사모두의트레이드마크로, 여

기서도 그 솜씨는 감탄할만 하다. 전작

인 <토이 스토리>가 주로 실내에서 벌어

지는이야기로백열등빛과창문으로비

쳐드는 햇살 연출에 뛰어났다면, <벅스

라이프>는 그보다 한 단계 진보한 다양

한 이펙트를 선보인다. 여름이 가고 가

을이 다가오면서 눈치챌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깊이를 더해가던 음 과 햇살

의기울기는놀라울따름이다. 정말이지

이분야에있어서만은컴퓨터가셀애니

메이션의 꿈을 달성해줄 것 같다. 입력

된 정보로부터 그림자를 산출해내는 건

단순한계산의문제일뿐이니까. 그러면

그 옛날 스테어윅스의 사슴벌레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교한 리얼

리즘이구현되는것이다.

그러나 제작진은 리얼리즘에 취해 양

식화의 중요성을 간과하진 않았다. <벅

스 라이프>가 <개미>보다 결정적으로

우세한 것은 캐릭터의 명쾌한 단순화

다. <개미>가 곤충의 생물학적 사실성

을 강조하기 위해 여섯개의 다리와 사

람의 비율과 비슷한 머리를 도안한 데

비해 픽사의 <벅스 라이프>는 정반

전략을 취해 흰자위가 데굴거리는 커다

란 얼굴과 네개의 다리 뿐인 개미를 창

조했다. 메뚜기(이들의 무자비한 리더

호퍼의 목소리는 재미나게도 케빈 스페

이시다)도 몸을 움직일 때마다 마디 마

디가 철컹거리는 소리를 내는 무시무시

한 갑각류로 묘사했다. 그것은 파스텔

톤의 몸체에 부드러운 광택이 도는 개

미들과 선명한 조를 이루며 극적 효

과를 가중시켰다. 곤충학과는 조화되기

어렵겠지만 <벅스 라이프>의 그런 전략

은 곤충을 주인공으로 할 때 발생하는

위험 부담인‘닭살 효과’제거에 성공

했다. 그러면서도 화는 우리가 곤충

에 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에서 유

머를 끌어낸다. 개미들의 공연에 지루

해진 파리가“금쪽 같은 하루 24시간을

이런 데 낭비하다니”라고 말하는 장면

은 압권이다. 이 파리가 자신이 출연한

<벅스 라이프>에 해서도 같은 말을

할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곤충 세계를

인간 세계에 빗댄 유머는 나중에도 계

속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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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은 미국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으며, 이것은곧장20세기최 의

경제호황과 보수안정화의 아이젠하워

시 로이어졌다. 반면베트남전은60년

내내 미국을 뜨겁게 했던 인종문제와

카운터 컬처의 열기 속에서 형성된 미국

에 한 불신에 결정타로 작용하 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남은 것

은 상실감 뿐이었고 이것은‘한계의 시

’70년 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과 상처가 곧바로 냉전의 종말로 이

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 전역의 공

산화에 한 두려움(도미노 이론)에서

비롯된 베트남전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냉전의 최 적수 소련은 여전히 건재했

다. 걸프전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이

전과 다른 양상을 띠었다. 걸프 전은 명

백한미국의승리 다. 단100시간만에

라이브 전쟁 엔터테인먼트로 끝난 걸프

만에서의 승리는 미국인들에게 잃어버

렸던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기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부시의 공

화당은 다음 해 선거에서 승리를 보장받

은것처럼보 다. 

그러나승리의기쁨에도취된것도잠

시, 곧이어 미국인들이 직면한 것은 이

란에 한견제책으로후세인정권을지

원, 육성한 것이 바로 미국 자신이라는

사실이었다. 응징을 원했던 미국인들은

여전히 중동의 역학관계를 조정하기 위

하여 후세인 정권을 필요로 하는 미국

정부와마주칠따름이었다. 이러한배신

감은 곧장 선거에 반 되어 60년 세

인클린턴을당선시켰다. 그러나클린

턴을 줄곧 괴롭혀온 지퍼게이트 사건이

절정에오를즈음미정부는수단과아프

가니스탄, 그리고이라크를다시전장터

로 만들었다. 탄핵의 위기를 또다시 이

라크 공습의 국지전 양상으로 극복한다

는 클린턴 시 의 논리는 미국인들에게

이 모든 것은 미국 정부에 의해 총지휘

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신을

안겨줬을따름이다. 이를테면배리레빈

슨의 <왝 더 독>은 걸프 전에 관한 가장

통렬한비판일것이다.

<비상계엄>은아랍과격단체테러범들

과 FBI 요원 간의 뉴욕을 담보로 한 한

판 결로 시작하지만 이 화에서 주인

공 허브가 시종일관 립하는 상은 테

러범들이 아니라 지도자를 납치함으로

써 테러를 유도하는 데브로 장군이다.

미국의 공적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바로정부자신인것이다(「X 파일」

시리즈의정부내의또다른정부처럼).

이것은클린턴시 에 한반 을가

로축으로 하고 한편으로 프랭크 카프라

로 표되는 미국 화의 전통 속에 서

있는에드워드즈윅감독의세로축이교

차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화이다. <가

을의 전설>로 기억되는 에드워드 즈윅

은 덴젤 워싱턴과 함께 한 일련의 작품

들(< 광의 깃발>, <커리지 언더 파이어

>, <비상계엄>)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모티브를풀어놓는다. 손상된미국적가

치와 복구라는 모티브는 얼핏 헐리우드

블럭버스터의 팍스 아메리카 논리로 보

이지만 이것은 제국주의 논리로서가 아

니라자신의토 의근간을이루는가치

에 관한 화로 읽어야 보다 적합해 보

인다. 그러기에 < 광의 깃발>에서는 미

국의 가치관의 균형이 무너지고 립국

면에 접어든 19세기 후반의 남북전쟁을

불러오고, <커리지 언더 파이어>에서는

명백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었던

걸프전을 배경으로 하 음에도 불구하

고 TV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미지를 빌

어오거나 전쟁 화의 스펙터클을 시도

하기보다는미국적가치를논하고회복

하는장으로서다시불러들이는것이다.

이는 언제나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이

상적인 미국인(공동체의 가치에 한

확고한 믿음을 지닌 평범한 인물)을 통

하여 일시적으로 손상된 미국적 가치관

을복구하고이를통하여공동체를회복

하는 프랭크 카프라의 화에서 비롯된

전통 속에 위치지워야 할 것이다. 카프

라의 화 속에 악인은 존재하지 않는

다. 오직 잠시 길을 잘못 들어선 또다른

우리가 존재할 따름이다. 그리고 극의

결말에 이르면 그들은 주인공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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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범과의 관련성이 두되고, 그를 석방하여

조직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미행 과정에서 나

타난 정체불명의 붉은색 벤에 의해 실패하고

만다. 그것이 엘리스의 소행임을 알게 된 허

브는그들의아지트를급습하고, 카릴을심문

하던엘리스를체포한다. 이들을송환하던도

중또다시버스테러가발생하고엘리스는테

러범들의 요구사항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들

이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허브는

인질을 구하고자 협상을 시도하지만 엘리스

의 예측 로 테러범들은 보도진이 몰려들기

를 기다렸다가 폭탄을 터뜨린다. FBI의 수색

작전이진행되는과정에서범인중한명의신

원이 밝혀지고 그의 입국비자 신원보증을 서

준사미르를체포한다. 엘리스는그가테러집

단내에심어둔자신의접선자임을밝히며석

방하는 가로정보를공유하는데합의한다.

범인들은 모두 소탕되지만 또다시 브로드

웨이 극장에 폭파테러가 자행되고 이로 인하

여 뉴욕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다. 연이어

학교에서 폭탄설치범의 인질극이 벌어지나

허브의용기로해결된다. 워싱턴주재회의에

서허브는그자리에등장한엘리스의본명이

샤론임을알게된다. 이회의석상에서테러에

한 책으로 군투입이 논의되나 데브로 장

군은 이를 반 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 탈랄

의 석방을 요구하며 뉴욕의 연방 건물(FBI)

이 폭파되고 이를 계기로 결국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만다. 뉴욕에 주둔한 군은 용의자

연령의 모든 아랍계 미국인을 수용소에 격리

하고, 허브의동료이자아랍계인프랭크도아

들이 끌려갔음을 알고 FBI를 그만둔다. 암살

범들과 연결된 타리크를 검거하러 간 허브는

도청을통하여출동한군에의해용의자를빼

앗기고 군의 고문수사에 한 의견차이로 데

브로장군과 립하게된다. 

보좌관과의 비 접선 자리에서 샤론을 만

난허브는그녀가중동에서수행한임무에관

하여 듣게 된다. 그녀는 사미르와 함께 미정

부가 후세인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동에서 육

성해온조직을훈련시키는일을했음을고백

한다. 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끊긴 후 원들

은 테러 조직이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 테러

시도를 막기 위하여 허브는 프랭크를 설득하

여 자신들을 감시하는 군을 따돌리고 사미르

와테러조직의접속장소를덮치려고한다. 하

지만약속장소에미리도착한샤론은사미르

가 마지막 테러의 진행자임을 알게 된다. 뒤

늦게 도착한 허브 일행과 샤론을 인질로 한

사미르 간의 치가 벌어지고 샤론의 희생으

로 사미르를 사살하게 된다. 계엄군 부 앞

에서는 인종을 초월하여 부당행위에 반 하

는 시위가 벌어지고 허브는 탈랄을 납치하여

테러를 유도하고 계엄을 초래한 데브로 장군

을체포하려한다. 저항하는군과FBI가서로

총을겨누는 치상황속에서허브의설득에

데브로장군은총기를거둘것을명령하고체

포된다. 이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이들이 풀

려나고프랭크도아들을만나게된다.

사우디주재미국 사관이폭파되고, 테러의

주동자로 지목된 아랍 과격단체 지도자 탈랄

이윌리암데브로장군에의해비 리에납치

된다. 뉴욕에서는 버스 승객들을 인질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FBI 테러 책반 허브가 출

동하지만 탈랄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고성 해

프닝이었다. 현장에 엘리스라는 CIA 요원이

갑자기 나타나 조사를 진행하고 정보 교환을

거부하는 그녀를 허브는 쫓아버린다. 공황에

서달러의유출을기도하다붙잡힌카릴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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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옳은 지를 깨닫고 길을 수정할

따름이다. 물론 WASP 중산층 이데올

로기의 공민주의를 제시해 온 프랭크

카프라의 주인공이 제임스 스튜어트인

것과 달리 흑인인 덴젤 워싱턴이 에드

워드즈윅의 화들의주인공이라는점

은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화들 속에서 개인의 가치와 인종 문

제에 한 극복이 언제나 제기되어 왔

음을 볼 때 미국적 가치의 이상향을 복

구하고자하는인물로인종문제를뛰어

넘어 문화적 환경의 토 와 조응한 인

물로서의 덴젤 워싱턴은 90년 ‘흑

인’주인공 화에 새로운 기표로서 자

기의의미를만들어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에서 드러나

는 허브와 데브로 장군의 립은 서로

다른가치를추구하는이들의 결이아

니다. 이것은궁극적으로는같은가치를

추구하나 방식상의 차이로 인하여 초래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 테두리 안에

위치하는것이다. 그러기에결말에이르

러 FBI와 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치

한 상황에서 허브의 설득만으로도 데브

로 장군은 총을 거둘 것을 지시하고 순

순히 체포되어 가는 것이다. 명백히 힘

에있어서우세한위치에있음에도불구

하고스스로권력을포기하는그모습은

미국인이 아니라면 어리둥절해질 수 밖

에 없는 부분이다(특히나 계엄이라든지

군부정권에민감한우리로서는).

그러나 <비상계엄>이 전적으로 의지

하고 있는 각기 다른 입장을 표상하는

세 인물들 간의 역학관계는 팽팽한 긴

장감을 획득하지 못한다. 감독이 하층

계급의남성문화를표상하던브루스윌

리스를 군최고위층에, 부드러운이미지

로 일관하던 아네트 베닝을 신비한

CIA 요원으로 캐스팅하여 기존의 이미

지에 배치됨으로써 발생하기를 기 했

을 효과는 전혀 획득되지 못한다. 특히

아네트 베닝이 맡은 어느 편인지 가늠

할 수 없는 엘리스라는 인물은 오히려

극의 전개를 어지럽히기만 할 뿐이다.

결국 에드워드 즈윅 감독의 손상된 가

치관의복구라는논지는설득력있게다

가오지 않고, 그럼으로써 감독이 자신

의 화두를 진행시켜나가는 데 있어 그

에 부응하는 세계관과 방법의 획득이

얼마만큼이나절실한가를다시한번확

인하게 될 따름이다. 다만 놀라운 것은

재판을 위해 중동을 불바다로 만드는

백악관처럼 화를위해뉴욕에비상계

엄 로케 촬 을 하는 헐리우드의 상상

력과 그 실현이다. 화와 현실은 서로

를베끼는것처럼보인다.

홍지은

만에살고있는부는선상레스토랑을하는

부부의 외동딸. 같은 마을에 사는 어부 용이

에게 청혼을 받은 날, 부는 우연히 바닷가에

서쪽지가들어있는병을줍는다. ‘당신을기

다리고있어요!’부는무작정쪽지에적혀있

는 알버트를 찾아 홍콩으로 떠난다. 그러나

가까스로찾은알버트는동성애자. 병은그의

전 애인에게 보낸 것이었다. 갈 곳 없는 부는

알버트의집에서머물게되는데, 메이크업아

티스트인그를따라바다에갔다가우연히건

너편의 호화요트에서 떨어진 남자를 구해주

게 된다. 주식투자가인 진자오는 돈 많은 플

레이보이. 어렸을 때부터의 라이벌인 노내화

의요트에서그의정부와만나던그는노내화

일당의 습격으로 요트에서 떨어지게 된 것.

그러나 부가 몰던 모터보트가 암초에 부딪히

는사고로, 진자오와부는무인도에서하룻밤

을 같이 보내게 된다. 다음날 그곳을 벗어난

진자오는부를자신의집으로데리고가함께

식사를한다. 

알버트의 집에 돌아온 부는 사랑에 빠졌음

을고백하고, 진자오의관심을끌기위해도와

줄것을부탁한다. 부의계획은진자오가자신

을 신문에 난 갱두목의 애인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것. 그런데진자오의집에몰래들어가

협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던 알버트는 진자

오에게걸려팔이빠져버리고, 갱처럼위장한

알버트의친구들도흠씬두들겨맞는다. 그때

노내화의 부하들이 합세, 진자오와 싸우지만

역부족. 어쨌든 부는 진자오로부터 저녁식사

초 를받는다. 근사한레스토랑에서부는진

자오와만나지만, 이번에는노내화가그를불

러내고수와한판싸움을붙인다. 자오는고수

에게패하고, 실의에빠진그를위로하던부는

같이훈련에임해줄것을약속한다. 자오의훈

련을 따라다니던 부는 알버트에게 그를 진짜

사랑한다고말한다. 그런데지금알버트의집

에는 만에서부를찾아온용이가술이취해

잠들어있다. 부는용이와마주치지않기위해

냉장고속에숨어들어간다. 

자오의 공장을 찾아간 부. 그곳에서 갱두

목의 진짜 정부와 함께 있는 자오와 마주친

부는 자오가 자신의 거짓말을 이미 알고 있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실망한 마음으로

다시 만에돌아간다. 한편환경보호법안의

통과로 비용해성 발포제를 생산하는 노씨화

공(노내화의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자오

는 이 회사를 인수한다. 예전의 고수가 자오

를 찾아와 다시 승부를 짓자고 제의하고, 결

국 무승부로 싸움은 끝난다. 자오는 공장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도 자살하려는 노내화를

찾아가 우정을 회복하고, 만의 아부를 찾

아가 사랑한다는 쪽지가 담긴 병을 건네며

사랑을고백한다. 

<러시 아워>로 짭짤한 성공을 거둔 후,

미국에서막돌아와고향땅에서완성한

성룡의‘구정’용 화 <성룡의 빅타임>

은 자못 동화적으로 시작한다. 이제 막

성인의 문턱으로 들어선 꿈 많은 소녀

는 어느날 파도에 려온 병 하나를 발

견하는데, 그 안에 쎄 로맨틱하기 그

지 없는 사연이 담겨 있을 줄이야! 돌

고래친구들도어서가라고손짓해주고

용기백배한 소녀는 휘황찬란한 홍콩으

로 떠나는데 정작 병을 보낸 남자는 동

성애자고 운명은 돈많은 플레이보이를

점지해주셨다. 잠깐, 그런데 이 돈많고

고독한(당연히 지금까지‘진실한(?)’

사랑 한번 못해본) 플레이보이가 성룡

이라면? 뭐이건배신이라고? 

어김없이 성룡의 곡마단 액션을 기

했다면물론이건심각한배신이겠지만

(마치 성룡의‘휴식’처럼 보이는 이

화에서 예전과 같은 필사적인 액션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

미국에서 잠시 돌아와(이미 성룡은 첫

번째 헐리우드 화 <러시 아워> 이후

두번째 헐리우드 화로 <상하이 눈>에

출연을 결정했다) 재래시장(한국과 일

본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을 재공략하

겠다는 목적의식에 불타 만들어진 <성

룡의 빅타임>은 제요소들을 꼬박꼬박

채워넣었을뿐아니라나름 로의변화

를추구하기도한다. 

먼저 이미 짐작했다시피 기본 내러티

브는 <귀여운 여인>이다. 그렇다면 성

룡이 리차드 기어? 이건 아무래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겠지만 그게 다는 아

니다. 비록 사업가지만 성룡은 언제나

성룡인 법이다. 그래서 설정된 것이 라

이벌(이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에 눈

먼) 노내화 일당이다(하지만 가수 주화

건이이끄는이오합지졸들로는성룡의

진기명기를 다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명을 추가하는데 바로 노

내화가 고용하는 킬복싱의 달인이다).

배급

동아수출공사

총제작

성룡

각본

서안

곡덕소

촬

장문보

미술

계중문

제작사

골든 하베스트

출연

성룡

진자오

서기

부

양조위

알버트

주화건

노내화

특별출연

주성치

경찰

96분

홍콩 차이나

1999년 제작

성룡의 빅타임
Gorgeous

곡덕소감독

<성룡의 빅타임> 성룡,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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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양념처럼하나더추가되는것이

코믹한 동성애자로 분하는 양조위인데,

분홍색 나이트 가운에 오이부터 토마토

까지를 얼굴에 덕지덕지 올려놓은 알버

트의 모습은 분명 <해피 투게더>에 한

자기 패로디이다(아마도 여기에서 성룡

화의 호모포비아적 색채를 들먹거릴

수도 있을 텐데, 그저 어디까지나 이건

패로디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한 결과

을것이다). 

쎄, 이걸홍콩 중 화가주고받는

창조적 접합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

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까마득한 후

배 주성치식 화 만들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 온갖 짬뽕 패로디 수법으로

부터 하물며 주성치를 흉내내는 양조위

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이 화에서 가

장우스운장면은엘리베이터씬에서양

조위가 주성치의 표정을 한참 흉내내다

느닷없이 주성치가 마치 <중경삼림>의

양조위처럼등장하는장면인데, 그직후

개에게 끌려가며 그것이 마네킹임을 여

지없이드러내는것은그야말로예의주

성치 화의포복절도장면을보는것과

같다). 차이가 있다면 초기 주성치 화

가 촌뜨기 본토인과 약삭빠른 홍콩인의

이야기 다면 이것은 그 관계를 만과

홍콩으로 치환한다는 것 정도(물론 이

이동이심히의미심장하기는하다. 또는

왜 만 사람인 부의 아버지만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유독 문제를 겪

는가? 그것은 혹시 홍콩반환 이후 달라

진 만의 위상에 한 상기는 아닐

까)? 

그렇다면이것은두가지이야기일것

이다. 첫번째 이제 헐리우드 스타가 된

성룡이 어쨌든 자국 내에서만이라도 몸

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어떤 변화를 추

구한다는 이야기이고(그럼에도 불구하

고여전히리얼타임으로찍혀진성룡

백인 킥복싱 선수의 맞 결은 볼만하

다), 두번째 그런 변화의 방식으로 채택

한 것이 주성치식 화라면(하물며 성

룡이!) 홍콩 화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쇠락해가는 그곳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

휘하는건주성치식 화밖에없다는이

야기이다. 이걸 두고 웃어야 할까, 울어

야할까? 그래도변하지않은성룡 화

의 2 법칙. 첫번째 모든 사람이 해피

엔딩을 맞아야 한다. 자오와 부가 다시

만나고, 용이 또한 새로운 사랑을 만나

알버트혼자쓸쓸히남겨진그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는 일 없이 자리를 채웠던

자오의 비서가 알버트에게 다가가 은

한눈짓을교환한다. 두번째여전히NG

필름은돌아간다.

이 재 기자

일류 광고 사진작가로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자벨. 그러나동거중인루크의아이들과함

께 하는 오늘 아침은 거의 전쟁이다. 말썽꾸

러기꼬마벤은새벽부터어디론가사라져보

이지 않고 12세 소녀 애나는 아버지의 여자

친구 이자벨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한다.

성공한 변호사인 루크는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고, 이자벨은 어떻게든 아

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만 아이들의

엄마이자 루크의 전처인 재키는 이자벨이 아

이들을 돌보는 방식을 사사건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루크와 재키의 집을

번갈아가며 지낸다. 그러던 어느날 이자벨이

촬 장에서 벤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

고 다시 찾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재키와 이

자벨의갈등은더깊어간다. 그런데이자벨의

사무실로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

다리고있다는전화가걸려온다. 오늘방과후

픽업을 맡은 재키가 오지 않은 것. 클라이언

트와의 중요한 인터뷰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무실을 뛰어나온 이자벨은 아이들에

게로 향한다. 결국 늦게 온 재키가 아이들을

데려가고 이자벨은 이 일로 보스에게 결정적

인흠집을잡히게된다. 

재키, 졸업과 동시에 학 때 만난 루크와

결혼했으며 2년 전 이혼한 후로도 그에 한

사랑을 채 저버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돼있는 헌신적인 전업주

부. 그녀는오늘1년전부터진행돼오던암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퍼져버렸다는 말을 듣

는다. 재키는루크에게이사실을고백하려고

하지만, 이자벨과의 결혼을 결심했으며 도와

주기 바란다는 루크에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한다. 한 자리에 모인 재키와 루크, 그리고

벤과 애나. 재키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들의

새엄마가 될 이자벨의 장점을 발견해보라고

말해준다. 마술사가 꿈인 벤과 함께, 엄마 말

로이자벨의좋은점을찾아보기로마음먹

은 애나 또한 그녀의 패션감각, 쫙 꿰고 있는

로큰롤 지식, 활달한 성격 등에 호감을 갖기

시작한다. 재키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섭섭함을 느끼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간다. 이자벨은 결국 일과 가정 둘 중의 하나

를 선택하라는 사장의 말에 일을 포기해버린

다. 그리고 어느날, 재키에게 아이들을 데려

다주러 온 이자벨이 LA행 비행기 티켓을 발

견하고, 재키는그녀에게자신이암에걸렸으

며 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LA를 다녀와야 한

다는사실을고백한다. 루크는재키에게우리

모두함께싸워가자고말한다. 아이들에게사

실을 알린 그날밤, 재키와 애나, 그리고 벤은

함께춤을춘다.   

LA에서 돌아온 재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느낀다.

그녀는 집에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보내기로한다. 크리스마스가점점다가

오고, 재키는이자벨에게아이들의사진을찍

어달라고 부탁한다. 이자벨은 재키와 애나,

벤의 사진을 계속 찍는다. 크리스마스 날 아

침, 재키는 아이들에게 손수 만든 선물을 전

해준다. 벤에게는마법사의망토를, 애나에게

는 퀼트를. 두 선물에는 모두 아이들이 태어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들어가있다. 이자벨은거실에모인가족사진

을 찍기로 한다. 재키는 이자벨에게 함께 사

진을 찍자고 말하고, 이자벨을 포함한 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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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버나댄

크리스 콜럼버스

웬디 피너만

마크 래드클리프

screenplay

지지 레반지

제시 넬슨

스티브 로저스

카렌 리 호빈스

로날드 바스

story

지지 레반지

director of

photography

도날드 매컬핀

editor

닐 트래비스

production

designer

스튜어트 워첼

music

존 윌리암스

production

companies

트라이스타 픽처스

1492 픽처스

슈레이스 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s

로날드 바스

마가렛 프렌치

아이작

패트릭 맥코믹

플리니 포터

줄리아 로버츠

수잔 서랜든

associate

producer

폴라 뒤프레

location manager

조 이버티

assistant director

제프리 핸슨

camera operator

아나스타스 N 

미코스

casting

엘렌 루이스

visual effects

supervisor

테레사 엘리스

art director

레이 클루가

set decorator

조지 드티타 주니어

costume 

조셉 G 올리시

sound mixer

토드 A 메이트랜드

cast

줄리아 로버츠

Isabel

수잔 서랜든

Jackie

에드 해리스

Luke

지나 말론

Anna

리암 에이킨

Ben

린 휘트필드

Dr Sweikert

럴 라슨

Duncan Samuels

매리 루이스 윌슨

school counselor

찰리 크리스마스

Stone Fox

제이슨 메이브즈

Brad

124분

미국 1998년 제작

스텝맘
Stepmom

크리스콜럼버스감독

<스텝맘> 줄리아 로버츠, 수잔 서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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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사진속에서활짝웃는다. 

만약당신이지금이혼을했고다행히도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우려는 찰나, 당

신의 아이가 던져올 수 있는 얼핏 쉬워

보이지만 아주 난감한 질문 하나. 그런

데 왜 애정은 식는 걸까? 만약 어떤 감

정들은 변덕이 심해서 자칫 바뀔 수 있

다고한다면우리에 한애정도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혹은

아빠(혹은 엄마)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충실한애정을만들어갈수있다고하지

만그사이에놓여있는우리들에게그들

(새로운 엄마 또는 새로운 아빠)을 위한

공간을만들라는것은너무부당한것은

아닌가? 아마도 이건 엄마 둘, 아빠 하

나의 상황에 놓여진,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12세 소녀가 느끼는 부당함의

요체일것이다. 이곳에서혈연으로맺어

진 그 만고불변의 기초단위, 애정과 신

뢰, 또는불안과강박증의근원으로서의

가족은 위기에 직면했으니 바야흐로 지

금이 어느 땐가? 19세기 부르주아 가족

이데올로기는 한 세기를 지나, 말많은

호사가들이이위기를어쩔것이냐고호

들갑을 떨어 는 그 모든 중심의 피할

수 없는 담론이 되었으니,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가족’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변한다면? 가족은 끊

임없이 외부에의 위협에 도전받지만 그

것은 여전히,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다. 하물며 <나홀로 집에>의 매컬리 컬

킨은 어른이 없는 집을 지키기 위해 도

둑들과 일 혈전을 벌이고, <미세스 다

웃파이어>의 로빈 윌리암스는 파출부가

되어서라도 가족을 되찾기 위해 악전고

투하지않는가. 크리스콜럼버스의농담

이빛을발하는지점은전통적인가족에

한 신랄한 유머가 가세할 때이며, 그

것이악의없는농담으로부터적당한힘

을 가진 충고로 옮겨가는 것은 이제 좀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을 건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가장‘재미 없었던’<나인 먼스

>는 농담을 삭제한 채 너무나 천연덕스

럽게, 거의뻔뻔스러울만큼가족제일주

의를전면에내세워버렸다). 

<나홀로 집에>의 기억을 되살리며, 다

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찾아온

(물론 한국 개봉은 조금 늦었지만) <스

텝맘>은 이제 그 이후다. 이미 부부는

이혼했고, 아이들은새엄마를맞아들여

야 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에 크리스 콜

럼버스는 놀랍게도 어떤 긍정을 가져다

주기로 마음 먹는다. 더 이상 현재 상태

를 뒤집을 수 없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

는 일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 새로운

공존의 방법에 한 모색이 아닐까? 아

버지는자신의일에확고한커리어를쌓

아가고 있는 젊은 여자와 새 사랑에 빠

지고, 아이들의 엄마는 그녀 앞에 놓인

홀로된 삶에 여전히 익숙하지 못하며

(물론 그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아이들

에 한그녀의사랑이지만조금만비틀

어본다면여기에는남편없는삶을살아

가야 하는(그녀는 전업주부 다!) 불안

감이 퍼져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들

의 삶에 또 하나의 공간(스텝맘을 위한)

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전제

에 부딪힌다. 그리고 한편에서 이제 한

가족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은 젊은 여자

는그공간에들어가기위해서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익숙해져가

는과정을반복한다. 

모두가 달라진 삶의 조건 앞에 섰고

다섯명의 인물들은 각자 관계와 관계의

갈등 속에 빠져든다. 이 모든 갈등을 필

연적으로풀어나갈수있는유일한방안

은 무엇일까? 전처이자 엄마는 불치병

에 걸리고, 이제 곧 엄마의 자리는 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자에게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되어줄

것이며, 아내 던 여자와 새로 아내가

될 여자, 또는 엄마와 새엄마가 될 여자

는아이들을매개로끈끈한유 를형성

해간다(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화를 두 여자 사이의 유 로 본다면

그건크나큰오해에다름아닐것이라는

점이다. 이건 결코 자매애가 아니라는

걸 상기하자. 그녀들이 묶이는 지점은

모성이라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다분히‘가부장적’ 전제 때문이다. 다

시한번말하지만그녀들은결코텔마와

루이즈가아닌것이다!).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고래로부터의

‘전통적인 가족’이 산산조각나버렸다면

그 수많은 스텝패 리(stepfamily)들은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가족으로서

살아갈수있는가? <스텝맘>은아마도이

에 한 미국 중산층들의 말 그 로‘최

신’ 답일 것이다(그런데 정말로 이상

한 것은 지극한 모성이 강조되는 그 순

간, 결국에전도양양한새엄마는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는

데 아버지에게는 그런 위기로부터‘항

상’절 적인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이

다). 크리스콜럼버스최 의히트작<나

홀로집에>가다가올클린턴시 에 한

예민한 예고편이었다면 그로부터 9년

후, 바로그 통령이1년내내신문1면

기사를 장식하며 역사상 최 의 성추문

스캔들에 시달리는 지금(하물며 미국 최

의 섹시 스타 파멜라 앤더슨마저 이혼

하지 않는 힐러리를 비웃는 마당에!) 이

건그얼마나시의적절한이야기인가.

이 재기자

distributor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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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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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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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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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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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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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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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supervisor

버디 엔라이트

productio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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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mananger

제프 크란델

post-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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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uni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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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visu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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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바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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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카르멘

music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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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st/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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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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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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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I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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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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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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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무어

마이클 갠드세이

W 웨인 우즈

dialogue editor

데이비드 A 코헨

ADR

supervisor:

피터 애플턴

group co-ordinator:

버튼 샤프

voices:

캐더린 배티스톤

알렉스 다니엘

로버트 크레이머

도나 린 리비

로즈 마리

디나 몬로

조나단 니콜

폴 페이프

버튼 샤프

세릴 스완

돈 케인

알란 홀리

foley

artists:

매기 오말리

마니 무어

recordists:

짐 파스크

벤 콘래드

프랭크 리넬라

mixers:

스티브 폰타노

editor:

패티 타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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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nt co-ordinator

미키 라코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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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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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plat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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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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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무어

Lila Crane

비고 모텐슨

Sam Loomis

윌리엄 H 메이시

<싸이코> 앤 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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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피닉스, 1998년. 마리온 크레인

은애인인샘루미스와모텔에서짧은정사를

벌인후부동산회사인일터로돌아왔다가은

행에 입금할 돈 40만 달러를 현금으로 쥐게

된다. 그녀는 은행에 가는 신 차를 몰아 루

미스가 사는 페어베일로 향하다 폭우를 만나

베이츠 모텔에 묵는다. 모텔 뒤의 낡은 저택

에서 병든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 주인 노

만베이츠는그녀에게샌드위치를 접한다.

객실로 돌아온 마리온은 샤워실에서 베이

츠의노모에게살해된다. 노만베이츠는어머

니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마리온의 시체를

그녀와 차와 함께 늪에 빠뜨린다. 마리온의

언니릴라는동생의행방을알기위해루미스

를 찾아 온다. 그녀와 루미스는 돈을 찾기 위

해 부동산 회사에 고용된 사립탐정 아보가스

트의 방문을 받는다. 마리온의 뒤를 쫓아 베

이츠 모텔을 찾은 아보가스트는 노만을 심문

한 끝에 마리온이 투숙한 사실을 알아낸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아보가스트는 릴라에게 상황을 알린 뒤

혼자 돌아와저택에들어섰다가역시베이츠

노파에게 살해된다. 노만은 이번에도 어머니

가 저지른 범죄의 뒷처리를 한 후 그녀를 지

하실로 옮긴다. 지역 보안관으로부터 노만의

모친이오래전에세상을떠났다는말을들은

릴라와 루미스는 아보가스트를 찾아 베이츠

모텔로향한다. 

투숙절차를마친두사람은루미스가노만

의주의를끄는동안릴라가모텔을조사하기

로 한다. 그러나 상황을 눈치 챈 노만은 루미

스를 때려눕히고 저택으로 릴라를 쫓아간다.

릴라는 지하실에서 미이라가 된 베이츠 부인

을 발견한다. 그 순간, 베이츠 부인으로 분장

한 노만이 칼을 휘두르며 나타난다. 때마침

나타난 루미스는 릴라와 함께 노만을 쓰러뜨

린다. 체포된노만을관찰한심리학자는수년

전노만이자신의어머니와그정부를살해한

사실을 밝혀내고 노만 베이츠는 이제 베이츠

부인 속에 매몰되어 원히 사라져 버렸다고

보고한다. 

PS : 리뷰는 키노 99년 3월호 도시에에 수

록되어있습니다)

GAVIN SMITH

Milton Arbogast

앤 헤치

Marion Crane

로버트 포스터

Doctor Simon

필립 베이커 홀

Sheriff Chambers

앤 헤이니

Mrs Chambers

채드 에버렛

Tom Cassidy

랜스 하워드

Mr Lowley

리타 윌슨

Caroline

제임스 르마

patrolman

제임스 르그로스

car dealer

스티븐 클락 판초사

police guard

O B 밥스

mechanic

플리

Bob Summerfield

마조리 러베트

woman customer

라이언 커트로나

chief of police

켄 제킨스

district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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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or

브에나 비스타

코리아

producer

제리 브룩하이머

screenplay

데이빗 마코니

director of

photography

댄 민델

editor

크리스 리벤존

production

designer

벤자민 페르난데즈

music

트레버 래빈

해리 그렉슨-

윌리암스

production

companies

터치스톤 픽처스

돈 심슨/제리 브룩하

이머 프로덕션

스코트 프리

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s

채드 오맨

제임스 W 

스코치도폴

앤드류 Z 데이비스

associate

producer

팻 샌드스톤

production 

co-ordinator

홀리 해기

unit production

manager

에릭 맥레오드

location

managers

재니스 폴리

Washington DC:

캐롤 플레이셔

assistant 

directors

아티스트 로빈슨

프레데릭 로스

디아나 L 스태들러

찰스 심머스

post production

co-ordinator

크리스틴 파커

casting

빅토리아 토마스

Baltimore:

팻 모란

LA, associate:

킴 콜만

LA, additional:

아이샤 콜리

voice:

바바라 해리스

script supervisor

줄리 피트캐넌

script 

co-ordinator

캐린 앤더슨

director of aerial

photography

데이빗 B 노웰

camera operators

마틴 스캐어

P 스코트 사카모토

폴 에드워즈

visual effects

supervisor

제임스 E 프라이스

special visual

effects

필름(런던)

executive producer:

로빈 센필드

digital effects

supervisor/lead

compositor: 

팀 버크

visual effects

producer:

로빈 그리핀

digital effects

producer:

엠마 노튼

visual effects 

co-ordinator:

다이아나 스툴릭

lead CGI artists:

벤 화이트

팀 자케오

CGI artists:

케빈 마디스트

크리스 쇼

digital compositor:

하니 알유시프

visual effects

editor:

존 세이모어

visual effects

director of

photography:

존 매디슨

motion control

cameraman:

말콤 울드리지

digital visual

effects

디지스코프

executive producer:

매리 스튜어트-웰치

digital effects

supervisor:

디온 해치

digital effects

producer:

로렐 린 슐만

lead digital artist:

토드 메셔

digital artists:

그래디 코퍼

나오미 사토

로렌스 캐롤

브레넌 프레뱃

롭 블루

마티 테일러

mechanic effects

co-ordinator:

마이크 메이나더스

set foreman:

안소니

사이머네이티스

foreman:

로버트 S 헨더슨

technicians:

모간 가인즈

크리스 브렌체프스키

팻 휴긴스

스티븐 B 울크

structural effects

implosion

컨트롤드 데몰리션

인코포레이티드

miniatures

애쉴럼 모델스 & 

이펙츠

graphic designer

제이슨 스위어스

digital graphics

supervisor

크리스 B 홀트

research/video

co-ordinator

바네사 커비 벤데티

computer

graphics

블랙박스 디지틀

associate editors

조엘 네그롱

데이빗 드레셔

art directors

제임스 J 무라카미

제니퍼 A 데이비스

도날드 B 우드러프

set design

lead:

피터 J 켈리

Baltimore:

앤드류 멘지스

set decorator

가렛 루이스

costume 

말린 스튜어트

costume

supervisor

크리스토퍼 B 로렌스

key make-up

artist

엘렌 왕

make-up artist 

프란치스코 X 페레즈

make-up effects

케빈 야퍼 프로덕션

hairstylists

니 발렌시아

main title design

가슨 유

uY+Co

titles

타이틀 하우스

opticals

퍼시픽 타이틀/

미라지

optical supervisor

래드 랜포드

additional music

팀 헤인츠

orchestra

conductor

고든 굿윈

orchestrations

브루스 폴러

고든 굿윈

executive in

charge of music

for Buena Vista

Motion Pictures

Group

캐시 넬슨

score 

co-ordinator

폴 린포드

music editor

밥 바다미

music

programmers

폴 린포드

스티브 자블론스키

score

recordist/mixer

스티브 켐스터

additional music

recorder

릭 노만

soundtrack

“O Come All Ye

Faithful”by

Margaret Dorn,

Linda Lawley,

Danny Pelfrey,

performed by The

Accidentals

“Good King

Wenceslas”

arranged by Dick

Walter

“Trigger Hippie”by

Paul Godfrey, Ross

Godfrey, Skye

Edwards,

performed by

Morcheeba

“Hack the Herald

Angels Sing”, “The

Twelve Days of

Christman”

arranged by

Richard Harvey

“Guilty”by Lennox

Brown

“Rockin’Around

the Christmas

Tree”by Johnny

Marks, performed

by Jive Bunny

supervising sound

editor

조지 워터스 2세

sound editors

F 허드슨 러

R J 팔머

수헤일 캐퍼티

게리 라이트

아담 코팰드

에드 캘러한

데이빗 아놀드

sound designers

크리스토퍼 보이즈

새넌 스

톰 마이어스

sound mixer

빌 캐플란

stage engineers

존 바뉴엘로스

마이크 카우프만

field recording

존 페이슬

supervising

dialogue editor

테리 E 도만

dialogue editors

로리아 드

알렉산드로

킴벌리 램버트

ADR 

recordist:

릭 카넬리

supervising editor:

프레드 스태포드

editors:

닉 코다

앤드리아 호타

mixer:

토마스 J 오코넬

foley 

artists:

댄 오코넬

존 쿠치

recordist:

린다 류

supervising editor:

파멜라 벤트코브스키

editors:

제임스 리코프스키

크리스틴 다넬스키

프레드 버크

발레리 데이비슨

mixer:

제임스 애쉬윌

re-recording

sound mixers

케빈 오코넬

그렉 P 러셀

re-recordists

댄 샤프

그랜트 슈미츠

location

consultant

마샬 버넷

해리 험프리스

마틴 케이서

안소니 펠리카노

스티브 우릭

체이스 브랜든

technical

consultant

돈 페라론

stunt co-ordinator

찰스 피서니 주니어

animal wranglers

스튜디오 애니멀

서비스

aerial

coordinator/

helicopter pilot

알란 퍼윈

helicopter pilots

더크 베일

릭 서스터

cast

윌 스미스

Robert Clayton

Dean, ‘Bobby’

진 핵크만

Edward Lyle,

‘Brill’

존 보이트

Thomas Brian

Reynolds

레지나 킹

Carla Dean

로렌 딘

Agent Hicks

제이크 부시

Krug

배리 페퍼

Agent David Pratt

제이슨 리

Daniel Leon Zavitz

가브리엘 번

NSA agent, ‘Brill’

잭 블랙

Fiedler

제이미 케네디

Jamie

스코트 칸

Jones

리사 보네트

Rachel Banks

스튜어트 윌슨

Congressman Sam

Albert

로라 캐유엣

Christa Hawkins

이안 하트

NSA Agent

Bingham

제임스 리 그로스

Jerry Miller

댄 버틀러

Shaffer

보디 파인 엘프만

Van

제이콥 챔버스

Davis

알렉산드라

발라호티스

Martha

안나 군

Emily Reynolds

재샤 워싱턴

Eric Dean

레베카 실바

Marie, 

the Clyton’s nanny

바비 보리엘로

Dylan, Eric’s

friend

칼 메전샐러

Mike, law firm

마티아스 크래머

gas station cashier

릴로 브란카토

young worker

존 캐포디스

older worker

빅 마니

Vic, old mobster

T R 리차드

cook

이바나 라비치

Ruby’s sales clerk

팻시 그래디 에이브

람스

accident bystander

베아트리츠 메이오랄

Reynold’s nanny

케이시 린 퀸

Reynold’s

daughter

엘리자베스 버만

Ruthie

돈나 스코트

Jenny

알리슨 시

hotel desk clerk

마이크 앤돌리니

Sal

아서 나스카렐라

Frankie

그렌트 헤슬로프

Lenny

존 케나티엠포

young mobster 1

조이스 플릭 웬들

waitress

프랭크 메드라노

bartender

데니스 S 페이

cop with

ambulance

알버트 왕

Mr Wu

크리스토퍼 B 

로렌스

paramedic

존 헤인즈 워커

조 패트릭 켈리

firemen

레녹스 브라운

tunnel

maintenance

worker

마틴 보스워스

bike messenger

낸시 이

Mrs Wu

트로이 안소니

캐퍼스

ANA hotel security

카를로스 고메즈

로버트 거시코프

아니 알퍼트

FBI agents

그렉 콜린스

FBI supervisor

덕 로버츠

hijacked car driver

래리 킹

himself

워렌 올니

페니 그리고

TV anchors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Enemy of the State 

감독

토니스코트

c SIGHT&SOUND



워싱턴DC.국가안보기관(NSA)의레이놀

즈 요원은 부하를 시켜 NSA의 권한을 강화

하는 법안의 통과를 막는 의원을 암살한다.

그 장면이 환경 운동가 다니엘 자비츠의 비

디오에 녹화되자 레이놀즈는 부하들을 시켜

그도 제거한다. 그러나 자비츠가 이미 그 테

이프를 우연히 만난 변호사 로버트 딘에게

넘긴다음이다(딘은그사실을모른다). 딘은

마피아 보스인 핀테로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다. 그는 정체 불명의 감시 전문가 브릴을

통해 얻은 테이프로 그를 기소하려 하고 있

다. 브릴은 딘의 옛날 애인인 레이첼 뱅크스

를 통해서만 그와 연락한다. 레이놀즈는 딘

을 철저히 감시한 끝에 그에게 몇 가지 혐의

(레이첼살해포함)를씌워그를해고시킨다.

도망자 신세가 된 딘은 브릴과 만나지만 그

는 NSA 요원으로 밝혀진다. 얼마 후 진짜

브릴이 접선해 온다. 전직 NSA 요원인 에드

워드라일(진짜브릴)은딘을도와줄것을약

속한다.

딘은문제의비디오를찾아낸다. 그러나레

이놀즈 일당이 라일의 은신처를 덮치면서 비

디오는 파괴된다. 붙잡힌 딘은 레이놀즈에게

비디오는 핀테로에게 있다고 말한다. 레이놀

즈는 FBI가 감시하고 있는 마피아 본부에

NSA 팀을 끌고 간다. 레이놀즈가 테이프를

요구하자 핀테로는 그가 자기를 조사하고 있

다고생각한다. 총격전끝에레이놀즈와핀테

로는 모두 쓰러지고 딘의 삶은 복구된다. 라

일은다시모습을감춘다.   

‘감시’란 말은 프리츠 랑이 <닥터 마부

제의 천개의 눈>(60)에서 무수한 모니

터를통해사람들의일거수일투족을감

시하는정체불명의배후인물을만든다

음부터 피해망상 스릴러의 핵심 용어로

자리잡았다. 이 장르의 기본 가정(모종

의 비 기관이 민주주의란 미명 하에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막강한 사찰

권을 행사하고 있다)이 처음으로 진지

하게 파헤쳐진 것은 텔레비전 시리즈

「죄수」에서 다. 이런 음모 화는 워터

게이트 시 를 맞아 조류를 형성, 사악

한정부가국민을감시하고있다는믿음

을 공식화한 <앤더슨 테이프>(71), <콘

돌>(75) 등이 개봉됐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이같은 전통의 스릴러를

90년 에 맞게 업데이트한 작품으로,

바지 솔기에 박힌 작은 벌레에서부터

150마일 상공의 인공 위성까지 최첨단

감시장비를선보이는데플롯의 부분

을할애하는 화다. 

토니 스코트-제리 브룩하이머-진 핵

크만 트리오의 먼저 작품인 <크림슨 타

이드>(95)는 65년의 <베드포드 사건>을

리메이크한 것으로, 강한 흑인 의식을

가졌으나 정치에는 무관심한 주인공이

조직의 화신인 사이코와 결하게 되는

화다. 거기서 그 사이코의 개인적 행

동은정부정책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

그려졌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악

당을상관의승인없이독자적으로움직

이는 NSA 요원으로 설정한 것도 공포

감을 조성하되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두겠다는 같은 계산속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 숨돌릴 틈 없는 화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은 레이놀즈 일당

은 그들이 쫓는 인물이 실제로 애꿎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크림슨 타이드>가 그랬듯이(그리고

<변위 시점>(74)과 달리)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 내포된 조직에 한 비판

가능성은스타군단에의해교묘히가려

진다. 화는 특정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감시할권리를갖는것은끔찍하다고말

하지 않는다. 신 윌 스미스 같은 준수

한시민을곤경에빠뜨리는것은잘못이

라고만 말할 뿐이다. 윌 스미스의 자족

적인스크린페르소나는자신이가진모

든 것을 하나 둘 빼앗기게 되는 로버트

딘 역에 이상적이었다. 그의 세련된 옷

차림(그는 진 핵크만이 하와이안 셔츠

를 입히려 하자 조소한다)은 그가 평소

의 복장을 빼앗기고 언더웨어로 분투하

게 될 때 그리고 마침내 하층민이나 입

을 법한 모자 달린 땀복을 걸치게 될 때

그의 전락을 실감하게 만든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90년 화로 만드는 점이다. 70년

화 다면윌스미스가분한딘은쥐도

새도 모르게 저격수에게 목숨을 잃거나

숨어 살게 되었을 것이며, 레이놀즈는

자신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줄 법

안이통과되는것을보며미소지었을것

이다. 

감시 카메라 화면과 감시자들의 코멘

트를 섞어 연출한 화려한 테크닉의 자

동차 추격 씬을 제외하고 이 화의 볼

거리는 탁월한 캐스팅이다. 가브리엘

번이 가짜 브릴로 잠깐 등장할 때 화

는 마치 <폭력의 종말>(가브리엘 번이

피해망상증 감시자로 나왔던) 속편처럼

느껴진다. 그러다 진 핵크만이 진짜 브

릴/라일로 등장하면 화는 다시 < 화

> 속편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아닌 게

아니라 NSA의 라일 사진은 < 화>의

스틸 사진이다). 그의 등장은 <신체강

탈자들>의 리메이크 버전에서 케빈 맥

카시가 보여준 카메오나 인기 텔레비전

쇼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에서 오리지

날 쇼에 나왔던 배우가 게스트로 출연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는 이렇

게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같은 장

르의 옛날 걸작들과 연결시키면서도 오

늘의 주인공인 윌 스미스가 오늘의 방

식 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점잖게 옆

으로비켜선다.

핵크만의 존재는 존 보이트나 제이슨

로바즈(모두 70년 인물들인)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참신한

것은 X 세 로만 채워진 레이놀즈의 부

하 캐스트다. 부분 인디 화에서 낯

익은 얼굴들(이안 하트, 로렌 딘, 배리

페퍼 등)과 근육질의 차세 악당들(제

이크 부시, 스코트 칸)인 그들의 뻔뻔한

무신경함(딘이 아끼는 블렌더를 훔쳐

과일주스를저어마시면서딘의악전고

투를 지켜보는)은 그들을 70년 화

의어떤저격수보다밉살스럽게만든다.

또 핵크만과 스미스처럼 전문성을 획득

한사람들과컴퓨터게임으로자라나실

제 세계에 놓여진 사람들 간의 세 갈

등도재미있다.    

KIM NEW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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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윌 스미스

c SIGHT&SOUND



에이미와타냐모녀는호주의전원외진곳에

서살아가고있다. 에이미는4년전아버지의

죽음이후말을상실했다. 에이미를농아학교

에보내는것에 하여타냐가계속거부하자

아동복지부에서는 에이미를 데려가려 한다.

아동복지부를 피해 도시로 향하는 길에서 타

냐는4년전의기억에잠긴다. 당시록그룹의

리더 던남편윌엔커는공연도중감전으로

인하여사망하 다. 

새로 이사한 동네에는 하루 종일 집 앞을

물청소하는 고집 센 멀린 부인, 하릴없이 자

동차를수리하는루크와웨인형제, 술주정뱅

이 아버지를 둔 잭의 가족, 그리고 온종일을

기타를튕기며노래하는로버트가살고있다.

에이미는 잭과 친해지면서 점차 새로운 환경

에적응해나간다. 벙어리인줄만알았던에이

미가자신의노래를따라부르는모습을보게

된 로버트는 그녀가 노래를 통해서만 화한

다는사실을깨닫게되지만아무도그의말을

믿지않는다. 한밤중에깨어난타냐는라디오

에서 흘러나오는 아빠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에이미를보고로버트의말을믿게된다.   타

냐는 에이미를 치료하기 위해 일전에 도움을

자청하던 아동복지부의 심리학자를 찾아간

다. 박사는 노래를 통하여 에이미의 정신적

외상의 근원을 찾아 나간다. 점점 입을 열기

시작한 에이미는 모든 의사소통을 노래로 하

고이에주변의모든이들도노래로응답하게

된다.

타냐와 로버트가 데이트를 나간 사이 아이

들을돌보던사라를빌이찾아와행패를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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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겁에 질린 에이미는 밖으로 뛰쳐나간다.

결국 에이미는 복지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아동보호소로끌려가게된다. 타냐는박사의

도움으로 에이미를 찾으러 가지만 이미 에이

미가도망친뒤이다. 거리를헤매는에이미를

찾아경찰과온동네사람들이노래를부르며

수색을 진행한다. 이 때 근처의 음악 소리를

듣고달려간타냐일행은록공연장을발견하

고 그 곳에서 에이미를 찾는다. 아버지를 부

르짖으며 울먹이는 에이미를 통하여 그녀가

아버지의 감전사고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녀로서는 불가항

력이 음을 박사와 타냐는 상기시킨다. 집으

로 돌아가는 택시 안, 잠에서 깨어난 에이미

는 타냐에게 말을 건네고, 집에 도착하여 그

들을 기다리던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

복한미소를짓는다. 

“만약 당신이 노래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다면!”

네살때 록가수 던 아빠의 죽음을 본

이후, 에이미는 사랑하는 아빠를 지키

지 못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세상을 향

해 침묵해 버린다. 그후, 아무도 소녀의

상처를 아는 이가 없고 아무도 소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 건너편에

사는 친절한 록커가 노래로 말을 건내

기 전까지.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한 소녀

는 마치 둑이 무너진 것처럼 갑자기 노

래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무엇을 노래

하는지는그리중요치않다. 그녀는4년

간의 기나긴 침묵의 공백을 메우듯이

계속 노래한다. 정신병원 의사가 불

던 국 국가를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라디오 소리를 흥겹게

따라부르고, 휠캡으로 만든 드럼 반주

에 맞추어「스탠 바이 유어 맨」을 열창

한다. 어떤 노래인가는 그리 중요치 않

다. 음율을 지닌 것은 무엇이든 노래가

되며, 그것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

문이다. 노래의 힘은 무엇보다 전염성

에 있을 것이다. 닫혔던 문을 열고 노래

로 이야기를 건내는 소녀 앞에서 상

또한 노래로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녀의 노래는 자신 뿐만 아니라 각기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던 이들을 끌

어내고 서로 교감하게 한다. 노래로 인

사를 건네는 에이미 앞에서는 고집 센

멀린 할머니도 본심을 짐짓 숨기는 것

이 힘들고, 히스테릭한 이웃인 애니마

저도 그녀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된다. 어

린 소녀의 순수한 노래는 그녀의 가족,

이웃을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로 퍼져나

가고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래로

소통하는 세상이 된다. 이 화로 부터

가장 멀리 있는 원본은 그룹 후의 록오

페라「토미」일 것이다. 어머니의 부정을

본 이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핀볼에 빠져든 토미의 마음

속의 목소리를 로큰롤로 표현한 이 컨

셉트 오페라는 켄 러셀에 의해 화화

되었고 그 후 수많은 화의 바탕이 되

었다. 음악은마음의표현이다.

<에이미>는 한 소녀의 노래를 매개로

한 세상과의 화면서도 한편으로 사랑

하는 이의 죽음 뒤에 남겨진 이들이 자

신의가장깊숙하고도은 한곳에감추

어두고의식속에서지워버린기억과상

처에 관한 화이기도 하다. 화의

부분이 기 어 있는 후자는 반복적으로

회상되는 사고가 일어났던 공연을 축으

로 한다. <에이미>는 최근의 유행인 정

신병사례에관한 화에서흔히따라가

는 정신적 충격, 세상과의 격리, 그리고

화(노래)를 통한 치료의 과정을 그

로 답습해 나간다. 남편이자 아빠인 윌

의 감전사는 이들을 끊임없이 옭아매고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욱 단단하게 옥죄

여온다. 아빠의죽음을받아들이기에지

나치게 어렸던 에이미는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전가하고, 남편을잃은타냐는

남편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음악으로 표

상되는세계와인연을끊고세상과거리

를유지하고자애쓴다. 

그러나 여기에서‘죽은 자는 귀환한

다’는 명제는‘말 그 로’실행된다. 죽

은아버지는산자들에의해다시돌아온

다. 무엇보다 아이러니칼한 것은 에이미

가노래와관계하는방식이다. 그녀는아

버지를 통하여 세상과 단절하지만(아버

지의 죽음) 또한 그를 통하여 세상과 이

야기하는 것이다(아버지를 의미하는 노

래). 이것은 무의식 저편에 아버지가 또

한 언제나 그녀와 함께 하 음을 의미하

는것으로윌이사망한공연장면을반복

함으로써 진행된다. 화의 시작부터 등

장하는 4년 전 공연은 에이미와 타냐가

기억의 심층을 덮고 있는 막을 걷어내고

직면하는 것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제

시된다. 관객들은 에이미 모녀가 회상하

는만큼만볼수있으며 화의후반부에

다다른 이후에서야 사건을 명백히 이해

하는에이미처럼그날과연어떤일이있

었는지, 그리고각자는사건을어떻게받

아들 는지알게되는것이다.

그러나 상흔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코믹한 뮤지컬에

그 자리를 양보한다. 이것의 부분은

동네 사람들의 특징을 통하여 표현되는

데, 온종일 집앞에 물을 뿌리며 잔소리

를 늘어놓는 할머니, 딱히 수리라 할 것

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차를 만지는 게

유일한 일인 형제,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동생과함께살면서노래로상 의정

곡을 찌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마디

로이들은소외되고외로운사람들이다.

나디아테스감독은이들을시종일관따

뜻한 시선으로 포섭하지만 지나친 희화

화로 전반부에 전개해왔던 기억과 회상

의 문제를 놓쳐 버리고 만다. 배우 전원

이하나가되어노래를부르며에이미를

찾는 장면, 수십명의 경찰과 동네 사람

들이각자의음계로에이미를부르는장

면은아마도이 화에서가장코믹하면

서도 아름다운 장면일 것이다. 하지만

그밖의 부분의 장면들은 아마도 감독

이 의도했을 웃음 속의 울음, 울음 속의

웃음은 쉽사리 획득되지 못한다. 특히

애니에 한 다소 악의적이기까지한 묘

사는 그녀가 그토록 히스테릭한 이유를

결코 납득할 수 없게 만들며 정도가 지

나쳐 극의 흐름을 방해하기까지 한다.

결국세상을노래로가득채운다면얼마

나 좋을까라는 상상과 죽은 이에 한

기억을안고세상에남겨진사람들의트

라우마에 관한 드라마는 코미디와의 접

속을시도하지만결코어울리지못한채

겉돌고만다.

홍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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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Amy

나디아테스감독

<에이미> 엘레나 드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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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으로 누워있는 아버지 때문에 원하던 일

본 파견근무를 포기한 태희는 제주도로 여행

을 떠난다. ‘단 하루만이라도 죽도록 사랑을

해’보고 싶어하지만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스

물여섯의 상냥하고 발랄한 관광 안내원 서

는 제주공항에서 관광객의 지갑을 훔친 소매

치기를뒤쫓다가태희와마주친다. 태희는소

매치기를 잡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고 서

는그의상처를치료해준뒤그와헤어진다.

다음날 두 사람은 여행지 곳곳에서 스치듯

지나치고, 그날 저녁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는 태희를 발견한 서는 그를 자신의 관

광버스에 태워준다. 서는 태희에게 숙소를

구해주고, 태희는 다음날 비번이라는 서에

게 하루 동안 관광 안내를 맡아 달라고 부탁

한다. 두 사람은 제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

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서로

를 알아간다. 아쉬워하며 헤어지는 태희와

서. 태희가 다음날 목적지로 추자도를 예

정하고 있다고 말하자 서는 병가를 내고

태희와 함께 간다. 태희에게 호감을 갖는

서를 보고 그녀를 짝사랑하는 친구 동하는

질투하지만 서는 동하가 눈에 들어오지 않

는다. 추자도로 가는 배 위에서 태희는 전에

헤어진 애인을 만난다. 그녀는 중풍에 걸린

태희의 아버지 때문에 태희와 헤어진 뒤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여 신혼여행 중이었

다. 추자도에서 내리며 그녀가 남편과 같이

점심을 하자고 권하자 태희는 목적지가 마라

도라며 추자도를 지나친다. 뜻하지 않게 마

라도에 가게 된 태희와 서는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다가 배를 놓치고

마라도에서 밤을 지샌다. 둘

은 어느새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확인하

며함께일출을맞는다. 

다섯째날, 태희는 서울로

떠나기전 서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핸드폰

전화를 적어준다. 설레는 마

음으로 선물을 사들고 약속장

소로 간 서는 태희를 만나

지 못한다. 공항에서 태희가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떠났다

는 사실을 알게 된 서는 계

속해서 태희에게 핸드폰을 해

보지만 응답이 없다. 슬퍼하

는 서에게 서의 어머니는

육지 출신인 아버지가 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두 모녀를

두고 떠난 것이라며 육지 남

자는 믿지 말라고 충고한다.

다음날 태희의 배낭이 서의 책상에 놓여진

다. 배낭 속에 들어있는 서의 명함을 보고

공항에서보내온것이다. 

(플래시백) 다시태희가서울로떠나던날.

호텔에서짐을싸던태희는아버지의입원소

식을듣고급히비행기시간을앞당기지만경

황이 없던 터에 배낭을 공항에 두고 떠난다.

태희역시 서와연락을하기위해서이리저

리전화를걸어보지만 서와연락이되지않

는다.

경찰인 동하는 컴퓨터로 조회하여 서에

게 태희의 주소를 알려준다. 서는 태희의

주소를 받아들고 서울로 떠난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그를만나지못한 서는낯선서울

거리를 쓸쓸하게 걷는다. 그 시간, 태희는 제

주도 서의집앞에서 서를기다리다가쪽

지만을남기고발걸음을돌린다. 제주도로돌

아온 서와서울로올라가는태희는같은시

간에공항에있지만서로를발견하지못한다.

다시 서울로 올라온 태희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하고일본으로파견근무를떠나고

서는다시일상으로돌아간다. 

예전처럼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는 서

의 눈에 태희가 보인다. 제주도로 태희가 찾

아온 것이다. 마주한 둘은 포옹을 하며 키스

를나눈다. 

답답한 도시와 자신을 옥죄이는 중풍걸

린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탈출하는 4박

5일의 여행을 떠난 남자 태희에게 이것

은 낯선 여행(혹은 일상으로부터의 탈

출)이지만 관광 안내원을 하는 서에

게는 매일 쳇바퀴 돌 듯(게다가 그곳은

섬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단조로운(

서가 태희에게 제주도를 한바퀴 돌 수

있는사무적으로익숙해진몇가지코스

들을소개하자태희는그런여행이어디

있느냐며 웃는다) 일과이다. 그러니까

태희에게는 탈출의 공간이 서에게는

직장인 셈이다. 그러나 태희와 달리

서가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이것이 꿈

꾸기를 금지하는 명백한 현실의 공간임

에도 불구하고) 낭만적인 꿈꾸기를 계

속하는 것은 제주도라는 공간이 계속해

서낯선이들을초 하는곳이기때문이

다( 서는 경찰 제복 차림의 오랜 친구

보다도 가죽 점퍼에 여행가방을 둘러맨

낯선 이방인에게 끌린다). 따라서 서

의공간이정지되고머무는공간이아니

라 계속해서 흐르는 공간이라면 태희가

생활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은 경직되고

굳어진 공간이다. <연풍연가>에는 이러

한 일상성과 여행이라는 탈일상의 코드

가 이상하게 겹쳐있다. 그래서 마치 도

시의 같은 일상의 시간 에서 두사람이

서로모르고스쳐지나가듯이, 그들은관

광코스에서 서로 우연히 마주치고 지나

쳐간다. 결국 이것은 공간과 그곳에 들

어선개인의시선의문제가된다. 

제주도에서의 이야기는 줄곧 서의

시선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태희가 마

주하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서의

일상공간이다. 태희는 서의 공간에

들어온 것이고 그 곳에서 치유받고 돌

아간다. 반면 서울은 태희의 공간이다.

그곳은 태희의 이미지처럼 무감각하고

웃음없는 꽉 짜여진 공간이다. 서는

그곳에 올라오지만 서울이라는 공간은

여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서는 자신

의 일상공간과 전혀 다른 감수성의 공

간에서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여행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곳에서 그

녀는 태희를 찾아야 한다는 긴박감에

쫓기고 좌절과 엇갈림만을 경험할 뿐이

다. 그래서 서와 태희가 사랑을 한다

는 것은 전혀 다른 공간감을 가지고, 전

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임을 의미

한다(심지어 태희는 편부가정에서, 

서는편모슬하에서자랐다). 

<연풍연가>는 인물과 인물의 러브스

토리지만 공간과 인물이 친숙해지기에

관한 멜러드라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의정서적충격을전하거나,

태희의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은

감상주의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공간의

코드들은 관광엽서로 바뀐다. 그러면서

공간과 인물의 관계(태희가 이 낯설지

만해방적인공간에들어와서어떻게변

해나가는가)에 관한 면 한 관찰은 부

재한 채 인물과 인물의 화 위주로 옮

겨간다. 그들은계속장소를옮겨다니며

이야기를 나누지만(그런 면에서 이것은

의 로드무비 형태를 띠기도 하지

만) 그들의 화에 공간과 함께 하는 일

목요연한컨셉트가있는것도아니다. 

<접속> 이후 쿠앤씨 필름이라는 화

사를 창립한 장윤현 감독이 프로듀서를

해서일까, 아니면 <접속>과 <조용한 가

족> 등의 명필름 화들의 조감독을 맡

아왔던 김 의 데뷰작이어서일까? <

연풍연가>는 <접속>류(이제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 정도로 무수하게 양산

된) 멜러 화들과 명필름의 전략을 따

른다. <접속>이 사이버 공간과 PC통신,

올드 팝, 깔끔한 도시적 소품들로 어필

했다면 <연풍연가>는 제주도라는 다분

히 이국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자연풍광

들을 그 용품으로 한다. 사랑하고 싶

다는소망을간직한 서역의고소 은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의 김현주

에 이어 또다시‘한국판 멕 라이언’에

도전하며, 재미있게도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서 자신에게 순정을 바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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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중요한 건 사랑밖에 없어’를 외

치던 범수(임창정)가 된다(따라서 서울

에서 내려온 세련된 남자 태희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의 현주의 얼터 에고

이다). 

<연풍연가>는 충무로 첫 여성 촬 감

독 김윤희의 데뷰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모았다. 그녀가만들어내는화면

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공간에 투 되기

마련인인물들의감정은보이지않는다.

태희와 서를 잡는 투쇼트와 오버 더

숄더 쇼트는 (두 사람의 키 차이를 극복

하지 못해서 일까?) 불안정하고, 인물

과 공간의 유기적인 관계는 단절되어진

다.  여백없이 상하를 꽉 채우면서도 한

사람을 사이드로 어붙이고 다른 한명

을중앙에배치하여집착적일만큼한쪽

의여백을만들어내는프레임은보는사

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이상한 컨셉트이

다. 여기서 보여주는 구도가 조은령의

단편 화 <스케이트>와 일관성이 없는

것은연출의문제인지, 아니면제도 화

와 인디 화의 차이인지, 또는 아직 한

국의 풍경에 해서 탐색 중인 그녀의

습작과정때문인지는분명치않다.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서 만나게 되는

두 남녀는 서로에게서 사랑이라는 감정

을 느끼면서 고백을 하기로 마음먹자마

자(연애박사인 서의 친구가 건내준

82년도 원년 500원짜리 동전은 아무런

마술도 부리지 못하고) 지독하게도 필

연적으로 엇갈리게 된다. 그래도 그 모

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자연의소녀와샤프한도시남자는

만난다. 억지 같다고? 까짓거, 거기까지

는너그럽게보아주자. 그렇지만문제는

그 이후이다. 이제 그들은 화가 끝나

는 지점에서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숨쉴 틈 없는 생존경쟁에 찌든

무표정한청년과매일꿈꾸는소녀는지

긋지긋하게 부딪히고 싸울지도 모른다.

더욱이 청년에게는 중풍에 걸린 아버지

가 있고 그 아버지를 버릴 수 없기에 사

랑하는 여인도 출세가 보장되는 해외근

무도거절한현실적인인물이아니던가.

그들은과연여행을끝내고사랑을삶으

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장산곶매 출

신들은 이상하게 낭만적인 화해를 꿈꾼

다. 그들의 그 계급적 토 와 동화같을

수 없는 현실에 한 치열한 인식들은

왜 거세당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그

믿음들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

나? <파업전야>로부터10년후, 그 답

이 <연풍연가>라는 것은 그 얼마나 이상

하게보이는가?

장훈 기자

정신병원에서 가면을 쓴 세자르는 정신과 의

사인 안토니오 박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

작한다. 잘생긴 외모와 여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진 세자르는 부모가 모두 교통사고

로죽었지만막 한유산덕분에호화로운아

파트에서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청년

이다. 어느날 저녁 그의 생일파티에 절친한

친구펠라요가애인소피아와함께들어선다.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린 세자르는 펠라요

몰래 그녀에게 접근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

는다. 세자르의 전 연애상 누리아가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목격하지만 세자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소피아와 그녀의 집으로 간다. 소

피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보낸 세자

르는그녀의집에서나오는길에누리아와마

주친다. 소유욕과 질투심으로 누리아는 세자

르를 차에 태운 채 비탈길로 돌진한다. 그 사

고로 누리아는 죽고 세자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그러나그의아름다운얼굴은흉

측하게망가지고만다. 본래의얼굴을되살리

려는 수술이 실패로 돌아가고 세자르는 괴로

움속에서소피아를찾아간다. 소피아는혐오

스럽게 외모가 변해버린 세자르를 냉 한다.

세자르와펠라요, 소피아가함께한파티에서

절망에빠진세자르는만취한채쓰러져서길

거리에서하룻밤을지낸다.

다음날 아침.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다. 길

에서 잠이 든 그를 깨운 소피아는 눈물을 흘

리며 세자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도저히 불

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던 의사들은 갑자기 그

의 얼굴을 예전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말한

다. 세자르는병원에서도입한신기술의도움

으로자신의얼굴을완벽하게되찾는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세자르는 행복

해한다. 그러나어느날밤, 소피아와사랑을

나누던 세자르가 잠시 주방에서 물을 가지고

온 사이 침 위에는 방금까지 있던 소피아

신죽은줄알았던누리아가앉아서자신이

소피아라고 주장한다. 그녀가 소피아를 숨겼

다고 생각한 세자르는 그녀를 경찰서로 넘기

지만 경찰들과 친구 펠라요는 누리아를 소피

아라고말한다. 소피아를찾아그녀의집으로

간세자르는다시흉측하게돌아가있는자신

의 얼굴을 발견한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가운데혼돈스러움과공포감, 그리고분노

로세자르는누리아를죽이고만다. 

다시 정신병원. 안토니오 박사는 세자르의

말을믿지못하고세자르는멍한가운데어렴

풋이 떠오르는 기억을 쫓아 자신이 생명연장

회사라는곳에갔었다는사실을알아낸다. 안

토니오 박사의 보증으로 정신병원을 나와 찾

아간 건물에서 세자르는 지금 자신이 생명연

장회사의도움으로꿈을꾸고있는중이라는

것을 안다. 세자르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빌딩위에서뛰어내린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이 복잡하

고 어지러운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

으려면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이 재기발랄하고 예측불

허의 화 악동을 좇아 2시간여의 여행

을 하다 보면 미로 한 복판에서 머리를

쥐어잡은채난감한상황을맞이할수밖

에 없다. 그런 비참한 결과를 피하기 위

해서는그리스신화의교훈을따라두툼

한 실타래 몇 개쯤은 준비하는 것이 현

명할것이다. 

우선 스토리를 좇아 세자르의 심리적

추이를 놓치지 말고 실을 늘어뜨려 보

자. 프랑크가르바르즈의분석은우리가

참고할 만한 첫번째 실타래다. “눈을 뜨

세요”라는 속삭임은 세번 되풀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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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or 

미로 비전

producers

페르난도 보베라

호세 루이 쿠엘다

screenplay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마테오 질

director of

photography

한스 부어만

art director

볼프강 부어맨

sound director

골드스테인

스테인버그

editor

마리아 엘레나 센츠

데 로자

music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마리아노 마린

costume designer

콘차 솔레라

cast 

에두아르도 노리에가

Cesar 

페넬로페 크루즈

Sofia

나쟈 님리

Nuria

체테 레라

Antonio

펠레 마르티네즈

Pelayo

117분

스페인 1998년 제작

오픈 유어 아이즈
Abre Los Ojos

알레한드로아메나바르감독

<오픈 유어 아이즈> 에두아르도 노리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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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추락이라는 반복되는 모티브

로 이어지며 주인공에 한 세 가지 변

화를일으킨다. 본원적이면서가장물리

적인 첫번째 추락은 세자르가 누리아에

의해차와함께비탈로떨어지는사고이

다. 항상 자신의 육체적인 유혹을 무기

로삼았던세자르는그사고로아이러니

하게도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그는 한 여자와 한번 이상을 자

지 않는다) 흉측한 야수의 얼굴을 갖게

되고 자신의 플레이보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왔기에 자신을 사

랑했던 자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냉담한

반응과가혹한무관심을이겨낼수없는

세자르는 결국 오페라의 유령처럼 가면

속에자신의모습을숨기고자기만의고

독으로 빠져든다. 그는‘좋았던 한 때’

에고착된채세상에 해눈을감는다. 

혐오스러운 얼굴의 세자르가 만취하

여 이정표 옆에 쓰러지는(그 때 그의 가

면이 팔에 걸린다) 두번째 추락은 물리

적이며 동시에 은유적이다. 이 추락 이

후 그는 비참한 현실 신 현실화되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환 의 희생물이 된

다. 주인공인사립탐정이미친소설가의

악몽 같은 세계 속에 빠져드는 존 카펜

터의 <매드니스>에서처럼 세자르는 악

몽으로 변한 자신의 꿈의 포로이다. 여

기서 가장 무서운 공포는 의심할 여지

없이복수와증오의여신인누리아의얼

굴이사랑하는여인소피아의얼굴에투

되는 것이다. ‘소피아는 나의 외모만

을 사랑한 것일까?’‘내가 속았는가?’

소피아가 좌절한 젊은 남자의 욕망이라

면누리아의얼굴은그스스로의무의식

으로부터 불려져 오는 그의 의심이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세자르에게 설명하

려고애쓰고소피아의방을장식한사진

에서까지 억지로 누리아를 보도록 강요

한다. 그리하여억압되었던욕망과그것

이 결코 충족되어질 수 없다는, 의식저

편에서부터 자꾸만 환기되어져 오는 현

실의 자각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소피

아의얼굴위에누리아의얼굴이겹쳐지

게 만든다(그가 유일하게 분명한 모습

으로기억하지못하는, 생명연장회사에

가는 장면은 그 일그러짐에서‘불안의

화가’뭉크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그것

은 계속 그가 꿈꾸는 것을 방해한다. 그

꿈의두툼한외벽의틈새가벌어지는그

순간 세자르는 소피아/누리아를‘무참

하게’죽인다. 그는 이제 현실이 자아내

는두려움을이겨낼준비가된것이다.

추상적인 세번째 추락은 다시 현실로

의귀환하려는세자르의의지에 한상

징적 행위이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것은 환 들일 뿐

임으로세자르는자신의꿈을지우고현

실로되돌아오는것을선택한다. 완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은 어떠한 악몽보

다 더 불안하다. 그렇지만 세자르는 다

시눈을뜬다.

마그리뜨의 하늘아래, 키리코의 도시

에서 뭉크의 인물(일그러진 세자르, 하

얗게 분칠한 소피아, 핏기 없는 누리아)

들은 히치콕의 <현기증>을 재현한다. 그

러니까죽은여자에 한병적인집착으

로그녀와닮은여인에게서그녀를재창

조하기 위해 열중하는 <현기증>은 알프

레드 히치콕이 저승에서 급송한 여분의

실타래이다. <오픈 유어 아이즈>는 <현

기증>과는 반 로 사랑하는 여자가 다

른여자의모습으로변하는것에고통을

받지만, 기억(상실증), 범죄 혹은 음모,

높은 건물 그리고 추락까지 <현기증>의

어휘들이 그 로 재배치된다. <현기증>

의매혹적이지만위험한여인인킴노박

의 분열된 모습으로 소피아와 누리아를

겹쳐세우고 여기에 세자르의 동업자들

을 맥거핀으로 사용하면서(세자르는 그

모든 혼란들이 자신의 돈을 가로채려는

동업자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들은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메나

바르는 스릴러의 모든 것을 히치콕으로

부터배웠음을공공연히내세운다. 세자

르가건물위에서생명연장회사의간부

의 설명을 듣고는“기억 못했어요, 그런

데 현기증이 나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

현기증>에 한 아메나바르의 장난기

어린애정표시이다. 

이 두개의 실꾸러미에다가 덧붙여 미

국의 B급 화들과 <칼리가리 박사의

실>(몽유병 환자처럼 배회하며 정신

과치료의의치료를받는세자르의독일

식 표기는 체사레이다) 등의 독일 표현

주의 화들로부터온크고작은실묶음

들까지 가방에 챙겨넣으면 주객에 관한

그복잡하고묵직한철학적털실들은일

딴 젖혀두어도 나름 로 길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아메나바르의 첫번째 미궁 <

떼시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그

런 실타래 없이도 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를 외치며 그의 미로를 비웃을 지

도 모른다. 솔직히 아메나바르가 <떼시

스>의 스탭들을 이끌고 제작한 <오픈 유

어 아이즈>는 <떼시스>와 마주 선 거울

처럼 동일한 연장선에서 좌우만을 뒤바

꿔 놓았을 뿐이다. <떼시스>의 위험한

남자(에두아르도 노리에가)는 <오픈 유

어아이즈>에서위험한여자(나쟈님니)

가 된다. <떼시스>에 이어 에두아르도

노리에가와 펠레 마르티네즈는 <오픈

유어 아이즈>에도 나란히 출연하지만

주연과조연을바꾸어연기한다. 에두아

르도 노리에가가 연기하는 <떼시스>의

보스코와 <오픈 유어 아이즈>의 세자르

는여전히부유하고잘생긴청년이기는

하지만 살인광이자 공포의 지배자 던

보스코는 세자르가 되면서 철저하게 피

해자의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떼시스>

의 보스코에 한 복수는 이제 <오픈 유

어 아이즈>에서 세자르를 향해 본격적

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떼

시스>에서 스너프 무비(그것이 실제로

강간을 하고 살해를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픽션으로서의 화와 현실의 경

계를 허무는,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장르

라는 점을 상기할 것)를 만들어 내는 제

작자겸 감독이었던 에두아르도 노리에

가가 <오픈 유어 아이즈>에서는 기억으

로 하나의 세계를 재창조해낸다는 것이

다. 계속해서 현실의 경계로 침투하는

이 스너프광은 이제 단순히 상상함으로

써 3차원의 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

떼시스>에서는 미디어의 시뮬라크라의

세계가 현실의 공간으로 침투하고 <오

픈 유어 아이즈>에서는 개인의 기억이

재조합한 시뮬라크라의 세계로 현실의

인물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떼시

스>는 시뮬라크라가 현실의 세계로 넘

쳐남을 보여주고 <오픈 유어 아이즈>는

시물라크라의세계속에선현존재의모

습을 바라본다. 공포는 시선(그것이 자

신의밖에서자신을향한것이든자신으

로부터 밖으로 향한 것이든)에서 비롯

되고실재와허상의경계의무너짐은

중들의 훔쳐보기에 한 욕망을 발원으

로삼는다.

넘나듦과 상호 교호함은 아메나바르

의 일용할 양식처럼 느껴진다. 그의

화들이 결합될 수 없을 것 같은 이항

립항을 뒤틀고 구부려뜨려 결합시켜 놓

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화들‘사이’

역시 그렇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맞붙여

놓는다. 올해로이제28세가된(스스로

각본과편집음악까지도맡아해내며만

든 단편들과 두 개의 장편을 완성한) 아

메나바르는 분명 90년 말에 나타난

무서운 아이들 중 하나다. <오픈 유어

아이즈>는 명백히 리얼리티와 버추얼

이미지의구분이없는세계에사는신인

류아메나바르의자신에 한초상이다.

그렇지만그는자신의 화를반복복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혹시 그의 재

기발랄한 아이디어는 계속 샘솟지 못하

고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아

직이르지만확실한것은아무리복잡한

미로라도 몇번을 반복 경험하면 진부한

도식과 따분한 규칙이 생겨난다는 사실

이다. 

장훈 기자

distributor

브에나 비스타 코리아

producers

엘다 페리

지안루이지 브라스키

screenplay

빈센조 세라미

로베르토 베니니

(그들 자신의 이야기

로부터)

director of

photography

토니노 델리 콜리

editor

시모나 파지

production

designer

다닐로 도나티

music/music

conductor/

orchestration

니콜라 피오바니

production

companies

마리오, 비토리오

체치 고리

로베르토 베니니

멜람포

시네마토그라피카

executive

producer

마리오 코토네

production

managers

피에트로 사사롤리

툴리오 룰로

unit managers

올리비아 슬레이터

날도 니비

New York 

post-production

supervisor

존 로저스

assistant directors

지아니 아르뒤니

지오반니 마리노

루이지 스폴레티니

다니엘레 카마

casting

세일라 루빈

draughtsperson

마우리지오 디

클레멘테

script supervisor

죠르지아 오노프리

costume 

다닐로 도나티

key make-up

월터 코수

엔리코 이아코포니

key hairstylist

지우시 보비노

titles/opticals

펜타스튜디오(로마)

music performed

by 

아카데미아 뮤지칼레

이탈리아나-AMIT

soundtrack

“Marcka reale”by

G Gabetti

“Belle nuit

(Barcarolle)”from

“Les Contes d’

Hoffmann”by

Jacques Offenbach,

performed by

Montserrat Caball,

Shirley Verret

choreography

레다 로조디스

re-recording

mixers

알베르토 도니

클라우디오 치오시

sound effects

시네 오디오 이펙츠

sound

툴리오 모르간티

ADR 

마르코 DR 비토리오

historical

consultant

마르첼로 페제티

animals

ANCA

cast

로베르토 베니니

Guido Orefice

니콜레타 브라스키

Dora Orefice

쥬스티노 두라노

uncle

세르지오 부스트릭

Ferruccio

리디아 알폰시

Guicciardini

쥴리아나 로조디체

headmistress

아메리고 폰타니

Rodolfo

피에트로 데 실바

Bartolomeo

프란체스코 구쪼

Vittorino

라파엘라 레보로니

Elena

죠르지오 칸타리니

Giosu  Orefice

마리사 파레데스

Dora’s mother

호스트 부크홀츠

Doctor Lessing

클라우디오 알폰시

Rodolfo’s friend

질 바로니

prefect

마씨모 비앙키

man with key

위르겐 본

German orderly at

celebration

베레나 부라티

German auxiliary 

로베르토 카메로

executed German

soldier

엔니오 콘살비

General Graziosi

지안카를로 콘센티노

Ernesto, a waiter 

아론 크레이그

US driver

알피에로 팔로미

king

다니엘라 페트케

German auxiliary

K I N O ■2331 9 9 9April

인생은 아름다워
La vita ê bella

로베르토베니니감독

c KINO



1939년 이탈리아. 유태인 청년 귀도는 친구

페루치오와함께삼촌이책방을차리는걸도

와주겠다고 약속한 아레조에 내린다. 읍내에

도착하기도전에그는교사인도라를보고사

랑에 빠진다. 그녀를‘공주’라 부르며 구애한

끝에 그는, 책방을 내는 허가를 얻기 위해 처

음 만났던 파시스트 당원 로돌포로부터 그녀

를 빼앗는 데 성공한다. 허가가 나기를 기다

리며삼촌의호텔에서일하던그는학교장학

관(도라의 학교로 그녀를 만나러 갈 때 사칭

하는)과 수수께끼 광인 독일인 레싱 박사를

알게된다. 

몇년뒤귀도와그의아들은유태인수용소

에 들어간다. 도라는 자기도 고통을 함께 하

겠다고우긴다. 귀도는아들을주위의참상으

로부터보호하기위해모든것은게임이며그

상품은 실물 크기의 장난감 탱크라고 거짓말

한다. 독일군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아

들을 숨긴 귀도는 도라를 구하려다 죽는다.

은신처를나온소년은꿈에그리던실물크기

탱크를 목격한다. 탱크를 몰던 미군은 그를

엄마와만나게해준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무솔리니 시 이

탈리아를배경으로한평범한목가적코

미디로서시작한다. 그러나귀도와페루

치오가 왕족으로 오인받아 파시스트의

경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역사

코미디란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후

반부가 시작되자마자 주인공이 아들과

함께죽음의수용소로끌려갈줄은아무

도예측하지못했을것이다.

코미디는 공동체를 찬양하는 장르다.

그것은흔히사회의재생산기능을긍정

하는혼인으로끝맺음하곤한다. 개인을

찬양하는장르는비극이다. 그것은주로

집단의 요구에 동조하지 못하는 주인공

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인생은 아름

다워>는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이야

기다. 홀로코스트, 학살은 특정 인종

을 체계적으로 말살함으로써 새로운 사

회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 다. 그 현

장인 강제 수용소는 어떤 장르도 담을

수 없는 참상을 보여준다. 학살이 국가

정책의 집행 수단인 세계에서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공동체 개념은 모두 증발해

버린다.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는 홀로

코스트에서 희극을 연출한다는 불가능

한 목표에 도전한 화다. 그것은 모든

사회 관계가 말살된 가운데서 공동체에

한 긍정을 끌어내고자 한다. 그것은

리얼리즘이담당할과제가아니다. 귀도

가아들로하여금수용소의현실을재미

난 게임이라고 믿게 하고 그를 수용소

안 은신처에 숨긴다는 내용은 역사적으

로전혀말이안된다. 그러나 화는그

런 종류의 리얼리즘에는 관심이 없다.

유태인귀도와도라의결혼자체도말이

안 된다. 후반부의 세트와 조명, 의상은

수용소의 참상을 미화하지 않되 철저히

추상성을 내포하도록 연출되었다. 과장

된 미장센을 통해‘이 세상 같지 않은’

공간을창출한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치즘과 학살을 낳은

역사적 동기를 찾으려는 시도도 없다.

독일인은 잔인한 수용소 보초건 박식한

레싱 박사건 다같이 이해할 수 없는 종

족으로묘사될뿐이다. 수용소에서귀도

와 재회한 레싱이 은 히 만나자고 한

것도겨우새로운수수께끼를내기위해

서 고, 철학자다운 것은 오히려 화

초반에의지만으로현실을뒤바꿀수있

다고 말한(마치 쇼펜하우어처럼) 페루

치오쪽이다. 

강제 수용소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성과 현실을 통합하려는 광기 어린

이상주의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집행.

귀도는 바로 그 의지에 저항한 것이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저항에 나선 그와

사회, 개인과 시스템의 이 엄청난 미스

매치에서 유럽 제일의 광 베니니는

채플린에서 코미디아 델아르떼에 이르

는 도도한 희극 전통을 찾아낸다. 베니

니의 풍부한 표정이 이처럼 극적으로

사용된 화는 없었다. 니콜레타 브라

스키가 이처럼 아름다운 적도 없었다.

연출도 연기에 뒤지지 않는다. 화의

모든 요소가 일사불란하게 아레조를 우

리 눈 앞에 되살려 놓는다. 호텔에서의

작은 소동은 90년 이후의 유럽 화

중 가장 사랑스런 장면이었다. 혹자는

이 화를 사회적 맥락을 거세한 채 그

것을 가족 단위로 축소 해석했다고 비

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은 아름

다워>가 가지는 힘은 가족이 굳건할 때

개인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최악의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고

하고 단순한 신념에 있다. 그것이 환상

에 불과하다고 한들 어떠랴. 그게 바로

역사적 현실에 직면할 때 우리가 간절

히 필요로 하는 보상인 것을. 그같은 환

상에서 우리가 부모를 잃고 자기만 살

아남았다는 자의식 속에 살아온 전후

유럽 세 의 죄책감을 읽어낸다면 지나

친비약일까? 

그러나 분분한 논쟁이 화의 결말을

어떻게바꿔놓든, 온갖장애에도불구하

고 도라에 한 귀도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전반부의 감동

을 지우지는 못할 것이다. 일찌기 단테

는“비극 속에서 행복했던 과거를 돌아

볼 때만큼 고통스런 순간은 없다”고 말

했다. 이 말을 실감하듯 우리는 후반부

내내 허무하게 사라진 행복을 기억하고

곱씹게 된다. 홀로코스트는 어떤 표현

도, 이해도 불허한다. 그러나 <인생은

아름다워>는 적어도 그 막막함을 인식

한최초의 화라고할수있다. 

COLIN MACC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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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니콜레타 브라스키, 죠르지오 칸타리니

안토니오 포메이

school janitor

스테파노 프란지파니

player

에른스트 프로베인

홀거

German sergeant 

알렉산드라 그라씨

schoolmistress 

하네스 헬만

German corporal

볼프강 힐링거

German general at

celebration

마가레타 루치아

크라우스

soldier who feeds

children

파트리찌아 라짜리니

마리아 레티찌아

women at grand

hotel

콘체타 롬바르도

Gigliola

마리아 리타

마셀라리

queen

카를로타 만지오네

Eleonora

프랑코 메스콜리니

school inspector

프란체스카 메씨네세

lady at opera

잉게 리즈 미들턴

German auxiliary

안드레아 나르디

decorator

귄터 판첼터

German soldier

크리스티나

포르치엘라

unmarried

schoolmistress

니노 프레스터

Bruno

지나 로베르

Dora’s governess

로라 루드베르그

German auxiliary

마씨모 살비안티

policeman at map

shop

리차드 삼멜

official

제임스 쉰들러

transfixed German

안드레아 티도나

Grand hotel porter

뒤르크 카르스텐 반

덴 베르그

German soldier

지오반나 빌라

register

116분

이탈리아 1997년

제작

distributor

유 아이 피 코리아

producer

마틴 브레스트

screenplay

론 오스본

제프 르노

케빈 웨이드

보 골드만

suggested by the

play

『Death Takes a

Holiday』

written by 알베르토

카셀라

English adaptation

by

월터 페리스

motion picture

screenplay by

맥스웰 앤더슨

래디스 레만

director of

photography

엠마뉴엘 루베즈키

editors

조 허칭

마이클 트로닉

production

designer

단테 페레티

music

토마스 뉴만

production

companies

유니버셜 픽처스

시티 라이트

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

로날드 쉬와리

co-producer

데이비드 월리

associate

producer

셀리아 코스타스

production

associates

스티븐 월란

production 

co-ordinator

모니카 레빈슨

unit production

manager

셀리아 코스타스

location

mananger

디클란 볼드윈

additional

location

로라 프란세스

post-production

supervisors

데비 보시

제시 워드

assistant directors

에이미 세이레스

크리스토퍼 J 스겐트

로라 세론 피오리노

Rhode Island:

테리 햄

script supervisor 

리사 캐처

casting

줄리엣 테일러

엘렌 루이스

associates:

패트리샤 캐리건

ADR voice:

바바라

camera operators

크레이그 디보나

additional:

윌리엄 콜맨

special effects

코니 브링크

Rhode Island unit

fireworks

Pyro spectaculars

co-ordinator:

론 스미스

model maker

엘리자베스 포피엘

art director

로버트 구엘라

set decorator

레슬리 블럼

costume designer

오드 브론슨-하워드

데이비드 C 로빈슨

wardrobe

supervisor

수진 J 라이트

바바라 J 하우즈

key make-up

artists

리차드 딘

랜디 휴스턴 메르세

key hair stylists

린델 퀴유

베스 러

hair stylist 

스티븐 G 비숍

titles/opticals

퍼시픽 타이틀

미라지

orchestration 

토마스 파사티에리

party music

orchestration/

conductor

크리스 보드맨

music editors

빌 번스타인

앤지 루빈

temp track:

커트 소벨

music scoring

mixer

데니스 샌즈

songs

“Top Hat, White

Tie and  Trails”,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

“Isn’t  This a

Lovely 

Day”, “Cheek to

Cheek”by Irving

Berlin 

“Our Love Is Here

to Stay”

by George

Gershwin, Ira

Gershwin

“Lovely to Look

At”by Dorothy

Fields, Jerome

조 블랙의 사랑
Meet Joe Black

마틴브레스트감독

c SIGHT&SOUND



65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미디어 재벌 윌리

엄 패리쉬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

는 경쟁사와의 합병에 신경쓰느라 별다른 주

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딸 수잔은 커피

숍에서 처음 만난 미남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그녀와 헤어지자마자 차에 치여 사망한

다. 저녁 식사 때 패리쉬는 커피숍 앞에서 사

망한 남자의 육신을 빈 죽음의 사자의 방문

을 받는다. 지상 구경을 하기로 한 사자는 패

리쉬에게 며칠의 유예기간을 준다. 패리쉬는

가족들에게 그를‘조 블랙’으로 소개하고 수

잔은그가자기와만났던걸기억하지못하는

데놀란다. 패리쉬가합병계획을취소하자그

의동료들은항상패리쉬를따라다니는조블

랙이그를조종했을거라고추측한다. 수잔의

약혼자인 패리쉬의 리인 드루는 회의실 쿠

데타를연출, 이사회에서패리쉬를쫓아낸다.

조와수잔은사랑에빠진다. 조는패리쉬에게

때가 되었음을 알린다. 그는 수잔을 자기가

있는 세상으로 데려가고 싶어한다.  그것은

그녀의죽음을의미한다. 생일파티때자신을

배신한것이드루 음을안패리쉬는그를추

궁한다. 이사들은회사를안전하게지킬것을

약속한다. 조는 패리쉬에게 수잔은 데려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파티장을

떠난다. 수잔이그들을찾자조가나타나지만

그는자신이어떻게그곳에오게되었는지기

억하지 못한다. 수잔은 그가 바로 자신이 커

피숍에서만난남자임을깨닫는다. 조는자기

신그를지상에돌려보낸것이다.   

형이상학적 로맨스와 엉뚱한 코미디 사

이에서 어정쩡하게 주저앉은 <조 블랙

의 사랑>은 러닝 타임 내내 심한 정체성

혼란을 보여준다. 미셸 리슨의 34년작

<죽음에 빼앗긴 휴일>을 리메이크한 마

틴 브레스트 감독은 그래도 책 없이

착수한 프로젝트에서 세 시간이나 되는

이야기를 끌어냈다. <조 블랙의 사랑>은

규모 예산의 메이저 화치고는‘이

펙트’위주가 아니라 캐릭터 위주인 보

기드문 케이스지만, 불행히도 상큼하지

못한무거운톤에발목을잡혔다. 

<조 블랙의 사랑>은 초반부가 가장 좋

다. 죽음을 암시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당황하는온화한가장패리쉬역의안소

니 홉킨스는 아주 잘 어울린다. 그는 미

디어재벌이지만시를즐기고정서가풍

부한 호인이다. 딸 수잔에게 부성애가

깃든 충고를 하는 그는 마치 딜런 토마

스의 시를 읊는 리처드 버튼처럼 보인

다. 그가 심장마비를일으킨순간(격하

게흔들리는클로즈업으로촬 된이장

면은 정말 충격적이다) 딸 수잔이 커피

숍에서헝클어진모습의한젊은이와만

나던 시퀀스는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연

출되었다. 그러나 화가 슬슬 <슬라이

딩 도어즈> 류의 로맨스로 발전할 조짐

을 보이면서 작품에는 균열이 생긴다.

브래드피트가그다지음산하지않은죽

음의 사자로 다시 나타나는 순간 화

에는 의문이 난무하기 시작한다. 체

죽음의사자가세상구경을하는데패리

쉬의 조력이 왜 필요한가? 조가 패리쉬

의 가족과 처음 만나는 장면은 제법 유

머러스하지만, 그래도 그가 무엇을 상

징하는 존재인가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브래드 피트는 죽음의 사자 역을 <시티

오브 앤젤>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맡

은 천사처럼 연기했다. 다시 말해 동문

서답과 매력으로, 마치 무성 화 배우

처럼. 그가 입을 여는 몇 번 안 되는 경

우는 오직 이미 나온 질문을 다시 하거

나주인에게감사를표할때뿐이다.

스팅이 데니스 포터의 <황 당 시럽

Brimstone & Treacle>에 악마로 등장

했을 때 그의 잘생긴 외모는 사악함을

오히려강조했다. 그러나여기서미남은

오직 미남일 뿐이다. 조가 아무리 불길

한 목소리로 때가 되기 전에 데리고 가

버리겠다고 패리쉬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가 그런 사악한 짓을 하기엔 땅콩 버

터와 쿠키를 너무 좋아하는 아메리칸

보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거기다

그의 연적인 실업가 드루(제이크 웨버)

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별볼일 없고, 너

무 쉽게 그에게 당해버린다. 안소니 홉

킨스가 우수어린 안정된 연기를 보여주

긴 했지만 패리쉬란 캐릭터도 어지간히

평면적이다. 죽음과 싸우는 인물인데도

내적 갈등 따윈 찾아볼 수 없고, 과거의

오류를 보상하기 위해 단 하루라도 더

벌려고하는것같지도않다. 그저 백만

장자면서지혜롭고관 하며, 돈을위해

돈을버는것을경멸하는훌륭한사람일

뿐이다. <조 블랙의 사랑>이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실패하자 유니버설이 사장

케이시 실버를 자른 걸 보면 여기 나오

는이런비즈니스철학이정말이지아이

러니하게 느껴진다. 조 블랙이 오래 어

슬 거릴수록 화는 점점 더 감상적이

된다. 수잔은 까닭모를 그의 망설임과

특이함에 사로잡힌다. 그는 마틴 브레

스트의 히트작 <여인의 향기>(92)에서

알 파치노가 써먹은 구애수법이 연상되

는 말(‘당신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는군

요’)로 수잔을 유혹한다. 연인이 된 조

와 수잔이 함께 있는 씬에서 브래드 피

트는가장멋지게나온다. 클로즈업으로

찍힌 그는 황홀한 욕망의 상이다. 수

잔이 그가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이 아

니란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며우리는브래드피트의몸만빌린다

면 속에 든 사람이 누구든 그녀를 반하

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다. 황당한 결말은 그런 생각을 수정하

는데 전혀 공헌하지 않는다. <조 블랙의

사랑>을 보고 있으면 2차 전이 발발

할 무렵 A J P 테일러가 군국주의자들

을 두고 한 말이 생각난다. 현란한 조건

을 갖췄지만 옥에 티로 휘발유가 없는

최신 승용차 같다는. 이 화 역시 흠잡

을데없는화면에좋은연기, 풍성한볼

거리를 갖췄지만 이야기에 와닿는 구석

이한군데도없다. 

1988년만 해도 마틴 브레스트는 몇

년만에 최고라는 코미디 스릴러 <미드

나잇 런>이란 짜임새 있는 화를 만들

었던 것이다.  순간적인 기분으로 이런

호화롭고 정처 없는 화를 찍기 전에

그는이 화를한번다시봐야했다.       

GEOFFREY MACN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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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 Oscar

Hammerstein

“Where or When”

by Richard

Rodgers, Lorenz

Hart

“You’re Getting to

Be a Habit with

Me”by Harry

Warren, Al Dubin

“Anything Goes”

by Cole Porter

“Happy Birthday

to You”by Mildred

J Hill, Patty S Hill

“What a

Wonderful World”

by  Grorge Davis

Weiss, Bob

Thiele,  performed

by   Israel 

Kamakawiwo’ole

“Over the

Rainbow”by E Y

Hamberg, Harold

Arlen

dance consultant

Rhode Island unit:

제리 미첼

sound mixer

니 마이클

re-recording

mixer

크리스 젠킨스

론 바틀렛

마크 스미스

recordists

마크 나라모어

샘 카우프맨

supervising sound

editors

스코트 A 헤커

dialogue editors

개리 루이스

벤자민 비어우드

랄프 오스본

sound effects

editors

에릭 A 노리스

조 얼

린다 케임

켄 존슨

ADR

recordists:

캐리 스트래튼

mixer:

딘 드래빈

supervising editors:

조 던

editors:

앨런 하츠

제프 로센

바바라 이삭

데이비드 멜헤이즈

매튜 새윌슨

로렌 팔머

foley

artists:

사라 모나트

로빈 할랜

recordists:

돈 기븐스

짐 스튜워트

mixers:

마릴린 그라프허버드

editors:

존 머레이

존 벤슨

돈 예일

로렌스 H 만

voice processing

제프리 G 루베이

aerial co-

ordinator

피터 J 매커난

stunt co-ordinator

버디 조 후커

armouries

managers

제레미 D 프래트

이라폴 재비어 터너

cast

브래드 피트

Joe Black young

man in coffee shop

안소니 홉킨스

William Parrish

클레어 폴라니

Susan Parrish

제이크 웨버

Drew

마르시아 게이 하덴

Allison

제프리 탬버

Quince

데이비드 S 하워드

Eddie Sloane

루이스 켈리 러

Jamaican woman

쟈니 세인트 존

Jamaican woman’s

daughter

리차드 클라크

butler

마리 루이스 버크

Lillian

다이안 커갠

Jennifer

준 스큅

Helen

젠 캔필드

costruction

foreman

수잔 헤브너

florist

스티브 코우츠

electrician

마들린 N 발마세다

Madeline

줄리 런드

Drew’s secretary

케이 개프니

앤소니 케인

조 H 램

로버트 C 리

짐 맥니클

하디 피핀 주니어

boardmembers

스티븐 애들리

귀기스

hospital

receptionist

레오 마크스

patty waiter

미쉘 유엘

진 레베론

patty guests

180분

미국 1998년 제작

<조 블랙의 사랑> 브리드 피트, 안소니 홉킨스

c SIGHT&SOUND



도라는 브라질의 중앙역에서 편지를 필한

다. 그녀는 리오데자네이로에 사는 문맹자들

의 사랑과 소망을 편지에 담아 이웃인 이렌느

와 평가한 후 선택적으로 발송한다. 어느 날

그녀에게 편지 필을 부탁하러 온 여인이 차

에치여죽자그녀는그아들조수에를데려다

팔아넘긴다. 그러나 그를 다시 찾아온 그녀는

조수에의 어머니가 부탁한 편지에 적혀 있는

주소 로조수에의아버지를찾아나선다.

도라는 버스에서 조수에와 헤어지려 하지

만 조수에는 도라의 돈이 든 배낭도 잊은 채

그녀를 쫓아 온다. 무일푼이 된 두 사람은 친

절하고신앙심깊은트럭운전사를만나차를

얻어탄다. 그러나도라가그에게추근 자그

는 그들을 내려놓고 떠난다. 계속해서 차를

얻어타며 마침내 조수에의 아버지 지저스의

집까지 당도한 두 사람. 그러나 지저스는 이

미 술로 집을 날린 다음이다. 마을에 들어선

조수에는 도라에게 순례자들의 편지를 필

하도록 해 궁지를 모면한다. 도라도 이번 편

지는모두발송한다. 

그들은우연히조수에의배다른두형을발

견한다. 지저스는 이들과도 함께 있지 않았

다. 도라는 신그가반년전에보낸편지를

찾아낸다. 그는조수에와조수에의엄마를찾

아 리오데자네이로로 떠났다. 형제들은 지저

스가 어딘가에서 죽었으리라는 것을 깨닫는

다. 다음날아침조수에가자고있을때도라

는 리오데자네이로행 버스에 올라탄다. 조수

에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둘이

함께찍은사진만이추억으로남을뿐.      

로드무비의 일반적 문제는 부분 결론

이 없다는 것이다. 월터 살레스의 <중앙

역>은 그러한 단점으로부터 장점을 끌

어냈다. 각본은누구에게나어필할평범

한 것이다. 우연히 만난 두 나그네가 정

체성 확인이란 목적지를 향해 자아발견

의하이웨이를함께걸어간다. 아버지를

찾아 나선 아홉 살 난 조수에에게 그 여

행은성장을의미한다. 소년의길동무인

리오데자네이로 중앙역의 편지 필자

도라에게는인간성회복을뜻한다. 

월터 살레스(<이방인의 땅>)는 격동

하는 최근의 브라질 사회상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인공의 내면적 여로

를 고통과 상실, 구원이 교차하는 전체

사회상 속에 담아 보여준다. 조수에는

러닝타임 내내 어딘가에 속하려 애쓰지

만 브라질 사회의 환유인 이 공동체는

바로 도라가 교사직과 함께 버린 것이

다. 편지 필자로서 그녀는 이제 가르

치기보다해석한다. 지식이화폐라면그

녀는 관 하기보다 탐욕스러워졌다. 그

녀와 조수에는 사회 구성의 양 끝에 존

재한다. 조수에는 속할 곳을 찾는 반면

도라는 속한 곳을 버렸다. 재활을 향한

이두상반되는그러나동시적인모색이

화<중앙역>의심장박동이다. 

조수에는형들과함께이사회에서자

신이 있을 곳과 직업을 찾으려 한다. 엄

마 안나로 하여금 술주정뱅이 아버지에

게일시적화해를제의하는편지를쓰게

하는 것도 조수에다. 도라에게 그 편지

를 필시키는 동안 조수에는 막바지에

접어든어린시절의상징인나무팽이를

갖고 논다. 그러나 조수에는 팽이와 엄

마를 한꺼번에 잃는다. 성역할 모델에

한간절한갈구는그로하여금자기와

도라에게 차를 태워준 아버지같은 운전

사의무릎위에앉게만든다. 

나중에그는형모세와도비슷한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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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or

(주)한국 상투자개발

producers

마르틴 드 크레몽

토네레

아서 콘

screenplay

호아오 에마누엘

카메이로

마르코스 번스타인

based on the

original idea by

월터 살레스

director of

photography

월터 카르발호

editors

이사벨 라더리

펠리페 라세르다

production

designer

카시오 아마란테

칼라 카페

music 

안토니오 핀토

자끄 모렐렌바움

production

companies

비디오필름스

맥트 프로덕션

리오필르메 코-프로

덕션

까넬 플러스

executive

producers

엘리사 톨로멜리

리리안 번바움

돈 랜바우드

토마스 가빈

associate

producers

파울로 브리토

잭 가조스

production co-

ordinator

베토 브루노

production

managers

마르첼로 토레스

아폰소 코아라시

location

managers

셀마 산토스

pernambuco art

researcher

알미어 데 아제베도

assistant directors

카티아 룬드

서지오 마카도

조아오 에마누엘 카

메이로

rib:

비니시우스 코임브라

script supervisor

northeast:

아델리나 폰추얼

casting

서지오 마카도

Rio, children:

데니스 델 쿠에토

Northeast:

조세 벨로

costumes

크리스티나 카마고

make-up

안토인 가라베디안

titles 

아레인

musicians

cello:

자끄 모렐렌바움

piano:

에두 모렐렌바움

안토니오 핀토

percussion:

마코스 수자노

rebec:

시바

acoustic

guitar/viola/mando

lin/strings:

루이즈 브라

viola:

마리 크리스틴 S 베

슬러

violin:

호아오 달트로 델 알

멜다

지안카로 파레시

베르나르도 베슬러

cello:

마르시오 에이마드

말라드

double bass:

데너 데 카스트로 캠

폴리나

violins:

리카르도 아마도 다

실바

미첼 베슬러

violin/string

arrangements:

파스코알 페로타

코다스

cello: 

조르지 쿤더트 라네

브스키

viola: 

제수나 노론하 파사

로토

violin: 

조세 알베스 다 실바

월터 해크

soundtrack

“Toada desafio”by

Capiba, performed

by quinterto da

Paraiba

“Preciso me

encontrar”by

Candeia,

performed by

Cartola

“Mama Africa”

by/performed by

Chico Cesar

“Ruinas da

Babilonra”by

Fauzi Beydoun,

performed by Tribo

de Jah

“E deus por nos”

by Fatima Leao,

Alexandre Neto,

performed by Zeze

di Camargo e

Luciano

sound

장-클라우드 브리송

프랑소와 그로

브루노 타리에레

발디어 자비에

additional:

마크 A 반 더 윌리겐

sound editor

발디어 자비에

foley

artist:

프랑소와 레푀플

올리비에 말란지온

cast 

페르단다 몬테네그로

Dora

마릴라 페라

Irene

비니시어스 데 올리

베이라

Josue

솔라 리라

Ana

오톤 바스토스

Cesar

오타비오 아우구스토

Pedrao

스텔라 프레이타스

Yolanda

마테우스 낙터가엘

Isaias

칼로 준쿠에이라

Moises

소코로 노브레

1st letter, Rio 

마누엘 곰스

2nd letter, Rio 

로베르토 안드라데

3rd letter, Rio

세일라 케니아

4th letter, Rio

말콘 소아레스

5th letter, Rio

마리아 페르난데스

6th letter, Rio

마리아 마리에네

7th letter, Rio

크리산토 카마고

8th letter, Rio

호세바-세바스티아오

올리베이라

9th letter, Rio

시드니 안툰스

religious man,

station

호세 페드로 다 코스

타 필호

stall owner

에스페란차 모타

young prostitute,

letter Rio

마르셀로 카네이로

thief

마눌라-마누엘 호세

네베스

Walkman owner

프레토 데 린하

shoeshine man

마리오 멘데스

Joao, Yolanda’s

husband

길다시오 레이테

man on bus

소니아 레이테

에스텔리나 모렐라

다 실바

women on bus

제자오 페레이라

bus driver

펠리클라 데 카스트로

cashier

하릴도 데다

Bene

마코스 데 리마

Bene’s son

마리아 메네제스

waitress

테이마 쿤하

lipstick woman

호세 라모스

pilgrims’driver

도나 루지아

pilgrim singing in

truck

베르도 필호

pilgrim 1

에디발도 리마

Jesse’s son

안토니에타 노론하

Violeta

리타 아세마니

Maria, Jesse’s wife

기데온 로사

Jesse

도나 세베리나

호아오 로드리게스

pilgrims praying

나네고 리라

preacher, northeast

안토니오 마르코스

stinger

이아미 레부차스

woman in

photograph

호아오 브라즈

photo stall owner

안토니오 도스 산토스

1st letter,

northeast

파트리시아 브라스

2nd letter,

northeast

잉그리드 트리게이로

3rd letter,

northeast

이날도 산타나

4th letter,

northeast

호세 페레이라 다 실

바

5th letter,

northeast

엘레인 실바

6th letter,

northeast

치체로 산토스

7th letter,

northeast

안드레아 알부게쿠

8th letter, 

northeast

에베랄도 폰테스

9th letter,

northeast

디오고 로페스 필호

cashier 

페르난도 후이코

F-street

110분

브라질/프랑스/

스페인/일본 1998년

제작
중앙역

Central do Brasil

월터살레스감독

<중앙역> 비니시어스 데 올리베이라



고있는항독소또한플로이드의민병 가가

지고있는것과똑같은것이라는사실을발견

한다. 

병원을 장악한 플로이드는 우연히 웨슬리

의딸홀리의혈액검사결과를보고그녀만이

바이러스에감염되지않은사실을알게된다.

플로이드와 그의 부하들은 홀리의 혈액에서

항체를 얻어내기 위해 홀리를 찾고 웨슬리는

홀리를 구해 병원을 빠져 나와 집으로 향한

다. 플로이드는 부하들을 시켜 그를 쫓는다.

웨슬리의 친구인 카우보이 프랭크는 다이너

마이트로그들을모두제거하지만채숨을거

두지않은플로이드부하의총에죽음을당한

다. 웨슬리는 홀리를 인디언 원주민 지역에

살고있는할아버지에게맡긴후항독소를발

견하기위해비 의료기지로향한다. 그러나

그곳도이미바이러스에오염되어있다. 웨슬

리와 그를 돕기 위해 함께 나선 인디언 처녀

의사인 앤은 비 의료기지의 군인들을 상

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지만 감염된 군인들은 한명씩, 한명

씩 죽어가고 결국 중사 한명만이 남게 된다.

웨슬리는중사가앤이준차를마시고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드디어 해독

제를얻어낸웨슬리는딸을데리고서둘러집

으로돌아오는데홀리가마침잠복해있던플

로이드부하에게납치당한다. 웨슬리는홀리

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은 바

이러스에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플로이드

와그의부하들까지도죽어가고있었다. 웨슬

리는딸을구해내고해독제로마을을구한다.

잠수함과달리는기차속에서동에번쩍

서에 번쩍하며 악당들을 처치하는 신출

귀몰의 요리사(<언더시즈> 시리즈)이자

부도덕한 기업을 응징하는 연쇄 알라

스카의 소화전문가(<스티븐 시걸의 죽

음의 땅>) 던 스티븐 시걸은 (브루스

윌리스나 아놀드 슈왈츠네거,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한다면 넘버 2의 서열에 머

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이름 하나만

으로도그의현란한몸동작과호쾌한액

션장면들을 부담없이 즐기기 위해 모여

드는 특정의 관객층을 나름 로 확보하

고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가장

커다란장점으로사용할줄아는배우이

다. 그는 어눌한 어 솜씨를 역이용하

여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말없고 무

표정한 그의 카리스마를 만들어내었고

연기의 취약함과 스타성이 부족한 자신

의약점을인정하는 신 화를순수하

게 액션으로 가득차게 만듦으로서 소구

점을 달리하 으며 유색인종으로서의

자신의 피부색을 오리엔탈리즘과 이국

적인 신비주의로 교묘하게 채색하 다.

항상홀홀단신으로적을퇴치하고사라

지는 그는 백인 사회에 뚝 떨어진 (백인

악당들에겐) 불청객이자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겐) 완전한 이방인이다. <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처럼 가족도

<리쎌웨폰>의 멜 깁슨처럼 동료나 파트

너도 없이 항상 솔로로 일처리를 하는

스티븐시걸은소수민족들편에서서그

들을 변하는새로운 웅의모습을담

는다. 여기에 스티븐 시걸의 화는 총

격전보다는 스티븐 시걸의 장기이자 다

른 액션스타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빠른 손놀림과 수준급의 무술실력

을강조하기위해협소한공간에서의근

접전을 위주로 하는 속도감 있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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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한다. 소년의 손 움직임을 지시하

는 형의 품 안에서. 그의 지도로 조수에

가 만든 팽이는 이제 더이상 장난감이

아니다. 그것은공동체의일원이되었음

을 인정받는 상징이다. 그리고 도라는

여기까지 지켜본 뒤 교사/안내자의 헌

신적본능을다시금자각하고소년의곁

을떠난다. 

리오데자네이로의 많은 열차들처럼

화 <중앙역>은 중앙역에서 출발해 길

을 떠난다. 일 이는 밤빛 라이트 사이

로 열차와 사람들은 부드럽게 눈 앞을

스쳐지나간다. 인물들은도라가마음내

키는 로 부치거나 간직하거나 내버리

는 편지들처럼 임의적으로 만나고 헤어

진다. 삶은결코 일직선이아니다. 

도라는 조수에에게 교통 수단은 언제

나고정된노선과정류장이있는버스여

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 택시

는 불확실함,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죽음이다. 도라의세계는불안정을내포

하고있다. 아무도믿지않는갈곳없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흘리고 다니는 그

녀는 자신의 거짓됨을 타인에게 전가한

다. 조수에가“킬로미터는 어떻게 재

죠?”라고 묻자“지어내는 거야”라고

답한것이바로그런것이다.  

비니시어스 데 올리베이라는 눈물을

흘릴 때 턱을 치켜들고 도라의 화장과

옷차림까지간섭하며어른인척하기위

해 음담을 배우는 자부심 강하고 속이

여린소년조수에로절묘한연기를보여

준다. 도라 역시 오래 전에 그만둔 문법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외국어 교사처럼

조수에를위해자신의윤리법칙을다시

더듬어 기억하고 맘 로 내버리던 편지

들을 부치기 시작한다. 화는 종교를

무게중심으로삼아산업화와전통사이

에서 갈등하는 개발도상국의 현재를 보

여준다. 조수에와도라는그들의여로에

서 복음주의자인 트럭 운전사들과 순례

자들을만난다. 순례자들이밝히는촛불

이점점이스크린을채워가는장면은종

교적충만감을극명하게보여준다. 도라

가 조수에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조수에

의 형들이 죽은 안나와 아버지를 위해

사당을 만들 때 갈 곳 잃은 핵가족은 오

히려 신성화된다. 도라가 떠날 때 서로

의상실을위안하듯남긴사진은도라와

조수에가성자의초상아래서찍은것이

다. 그것은원자화된사회에서친 함에

한환상을자아내는핵가족에 한패

로디다. 월터 살레스는 그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갔다. 브라질에서의 삶에 한

웅변적 마이크로코즘인 <중앙역>은 바

로그산물이다.    

NINA CAPLAN

몬타나엔니스.이곳에는의사인웨슬리맥크

라렌이 그의 어린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자칭 신애국자인 플로이드 키솜은 자치 민병

를 결성하고 국가안보기관에서 빼돌린

NAM-37이라는 초강력 바이러스를 엔니스

지역에퍼뜨린직후FBI에의해체포된다. 순

식간에 평화로운 마을 엔니스에는 죽음의 그

림자가 드리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

스 NAM-37에 의해 쓰러진다. 한편, 정부기

관에서 면역학자로 일한 바 있는 이 마을의

의사 웨슬리는 예전에 정부기관에서 함께 근

무했던 리차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리차드

에 의해 엔니스는 군인들

과 수십 의 헬리콥터에

의해 엄격한 격리구역으

로지정되고전염저지

책반이 이곳에 파견된다.

엔니스에 NAM-37이라

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무기 취급 위반죄로 감옥

에 들어간 플로이드는 자

신들이 가지고 있는 항독

소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알게된다. 자신이

조직한 민병 의 도움으

로 감옥에서 탈출한 플로

이드는 전염저지 책반

이 가지고 있는 항독소를

뺏기 위해 엔니스에 파견

된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

인다. 순식간에병원은아

수라장이 되어버리고 군

인들은 플로이드의 민병

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

된다. 하지만 프로이드는

전염 저지 책반이 가지

dis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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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새믈러감독

<패트리어트> 스티븐 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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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그는 백인 액션 배우들보

다는 성룡이나 이소룡에 가깝다)을 선

사한결과액션 화시장안에서그만의

매니아층을형성시킬수있었다. 

스티븐 시걸의 열한번째 화 <패트

리어트>(제목에서는 스티븐 시걸의

화라는 느낌을 팍! 던져주지만)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기이한 화이다. 이

화는 액션 화라고 말하기 주저스러

울 정도로 액션이 자제되어져 있다. 스

티븐시걸은자신의열한번째 화를이

전의열편의 화와는전혀다른지점에

서다시시작하는첫번째 화로생각하

고있는듯싶다. 

스티븐 시걸은 여기서 자신이 지금까

지 구축해놓은 패르소나를 연장시키는

듯하면서스스로그것을허물어뜨린다.

그가 연기하는 웨슬리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벽지로 내려와서 의사생활을

하는 남자다. 이전의 화들 같았다면

악당들이그가있는공간을장악하고위

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질정도로만보 던그가갑자기일어

나 과거의‘숨겨진 이력’을 밝히면서 악

당들을 모두 섬멸하는 것이 공식이겠지

만 <패트리어트>에서 그는 끝까지 초야

에묻혀자연의순리와위 함을깨우치

는의사로남는다. 그게무슨말이냐고?

놀랍게도 여기서 스티븐 시걸은 싸우지

않는다. 물론 액션이 아주 없는 것은 아

니다. 다행(?)히도 <패트리어트>의 두

장면에서 도합 약 10여 초 정도 되는 길

이의, 전광석화와도같은몸동작으로상

를 물리치는 그의 액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빨리 지

나가버림으로 화를보는동안잡담하

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당신은 이 장면

들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그 신 우

리에게그는그동안무술이상으로얼마

나 사연습에피나는노력을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클라이막스에서 스티븐

시걸은 악당 플로이드와 결투를 벌이는

신그에게플로이드가벌인일들이얼

마나‘나쁜 일’인지 일장 설교를 늘어놓

는다). 항상 혼자 일을 하는 외로운

웅스티븐시걸은여기서자신의가족을

만들어낸다. 이전 화에서그의행동의

동기가 단순한 정의감에 의한 것이었다

면(<세인>의세인처럼그가도움을주는

사람들은 그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관

계도아니다) <패트리어트>에서그가행

사하는폭력은모두자기딸을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다(이제

그도브루스윌리스나멜깁슨이부러워

진 것인가). 그것은 결국 그에게 화

속에서관계성에좀더천착하게만드는

요인이되고이를통해 화는드라마로

진화하고자한다.

그런 의미에서 <패트리어트>는 스티

븐 시걸의 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늑

와 춤을>, <파워 오브 원>, <라스트 액

션 히어로>, <매드맥스2> 등의 촬 감독

으로유명했던감독딘새믈러의이름이

더 크게 드러나 보이는 화이다. 그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패트

리어트>는‘정체를 알 수 없는’ 화다.

화는 초반부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마을을 보여준다. 결국 <패트리어트>는

스티븐시걸의페르소나를중심에둔액

션 화가 아니라 <아웃브레이크>를 연

상시키는 재난 화의 형태로 진행되어

진다(딘 새믈러의 첫번째 작품 <파이어

스톰>이 산악 재난 화 음을 참고할

것). 

플로이드 일행을 응징하는 것은 결국

스티븐시걸이아니라그들이퍼뜨린바

이러스 자체이다(플로이드 일행이 미리

먹은 해독제는 효과가 없었다). 이 말은

<패트리어트>의 주인공이 스티븐 시걸

이어야 할 필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티븐 시걸의 팬들에 한 속임수이기

조차 한 것이다. 화가 당황스운 것은

스티븐 시걸이 플로이드로부터 도망쳐

딸과 함께 마을을 빠져 나온 다음부터

다. 여기서 화는 마치 <늑 와 춤을>

을 다시 보는 듯하다. 평야를 가로질러

인디언구역으로말을타고가는장면들

이 몬타나 지역의 유려한 풍경과 함께

길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 뒤에는 스티

븐시걸이인류구원을위한숭고하고헌

신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그의 경이적인

(?) 내면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

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것은 20년 표현주의 화에서나 봤을

법한 실린더와 유리관으로 연결된 증류

기구이고 해독제는 우연하게 그 지역의

차잎에서 추출 된다. 그리고 마치 모든

일이 수습된 뒤에 뒷북치듯이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오는 경찰들처럼 스티븐 시

걸은 자신이 만들어낸 해독제를 아무런

힘도못쓰고멀찌감치물러앉아서발만

동동구르는정부단체에전달한다. 

그는 아마도 <화이널 디씨전>에서 기

존의 자신의 역할을 뒤집어 액션 신

연기를하게했던조엘실버의아이디어

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아

니면 뒤늦게 연기에 매력을 느낀 것일

까? 그에겐 미안한 말일지도 모른지만

그의이러한변신은마치스모선수가발

레음악에맞추어무용을하는모습을보

는 것처럼 거북스럽다.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스티븐 시걸의 <패트리어트>는

완전한 부조화로 일관된 이상한 화이

고그의이유없는변신은실패했다. 

장훈 기자

무림을 제패하려는 천하회의 웅패는 토불에

게자신의운명을점치게한다. ‘풍’과‘운’이

합쳐질때황금잉어가된다는말과함께토불

은‘풍’과‘운’의사주를주며그둘을수제자

로 삼으면 10년 동안은 천하무적일 것이며,

10년이 지난 뒤 다시 자신을 찾으라고 말한

다. 운의집안에내려오는무림의4 보물중

하나인 절세호검과 운을 데려가려는 천하회

에의해집안은풍비박산이나고운은아버지

의 죽음을 목격한다. 강호를 떠난 풍의 아버

지는10년전, 설도와아내를걸고 결을벌

여아내를빼앗아간웅패와10년만에 결을

벌인다. 웅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아내는

자신이 웅패에게 이용당했음을 알고 자살하

고아버지역시 결끝에죽어가며웅패에게

‘운’을 부탁한다. 복수의 칼을 키우며 웅패의

수제자가된운, 아버지의원수인지도모르고

웅패에게 길러진 풍, 그리고 주워온 아이, 상

은천화회를이끌며무림을제패한다.     

10년이지나자신의운명을점쳐보려는웅

패는 아직 실전경험이 없는‘풍’을‘상’과 짝

지워토불을찾아오라고명하고, 운에게는마

지막남은라이벌독고의머리와그가가지고

있는 무쌍검을 빼앗아 오라고 명한다. 운은

명령을 따르기 전 그가 사랑하는 웅패의 딸

공자를 찾아가 사랑을 나눈다. 운은 독고 집

안을몰살하고무쌍검을가져온다. 상과풍이

독기가 번져 죽어가는 토불을 찾지만 웅패는

이들 몰래 토불을 빼내 점괘를 읽게한다. ‘풍

운으로 흥하고 풍운으로 망한다’는 점괘에

웅패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

며풍과운을죽이려한다. 10년전약속했던

검성과의결전의날은다가오고, 웅패는풍에

게공자와결혼을결정하여풍과운을이간질

시키려 한다. 결혼식 날, 공자를 데려가려던

운과 그녀를 지키려는 풍은 혈투를 벌이고,

이둘을한꺼번에죽이려던웅패에의해공자

가 죽는다. 운은 공자의 시신과 함께 도망가

고, 딸의 시신을 찾으러 온 웅패와 맞서지만

물이없는사막에서자신의장법이통하지않

자, 팔을 잘라 그 피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한

다. 화마수를 익혀 몸이 팔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의사를만나팔을이식받은운은웅패

에게 복수하러 떠난다. 술로 세월을 보내던

풍은 무공을 배가시키는 화불열매를 따오라

는 웅패의 명을 받고 아버지가 죽은 동굴로

들어간다. 웅패의지시로풍을독살하려던부

하들은 동굴을 지키는 화마에게 죽고, 화불

열매를 먹고 살아난 풍은 화마를 없앤다. 웅

패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게된 상의 도움

으로 풍은 갖혀있던 토불을 만나고, 웅패의

음모와아버지의죽음을듣는다. 풍은돌아온

운에게 화불열매를 주고 각각 설도와 절세호

검을뽑아든둘은웅패를무찌른다.

‘테크노무협액션’이라는 <풍운>의자화

자찬은‘테크노’에도‘무협’에도‘액션’

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화소홍련전>이

후 중국 화(정확히는 중국어 문화권의

화)의 역사와 흥망을 함께 한‘무협

화’가 새로운 천년을 맞는 분기점에서

그들의적자임을내세운<풍운>은‘테크

노’의 기술력도‘무협’의 정신도‘액션’

의 철학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호금전이홍콩의세트장과 만, 그리

고불국사와해인사를무 로가상의중

국 륙을 만들어내면서 무와 협에‘안

무’라는 개념과 정신을 창조해내었다

면, 장철은 외팔이 시리즈로 표되는

절단된신체의한계와사회의구조적모

순과 싸우는 웅의 캐릭터를 창조해내

었다. 호금전에서장철로이어지던무협

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헐리우드의

SFX를 결합시킨 서극은 <촉산>(83)을

만들면서적어도그가수혈하려했던새

로운 감각과 그 감각이 접합될 전통의

미덕을전도시키지않았다. 그는호금전

의 공간에서 인물들을 더 높이, 더 우아

하게 날게 만들었고, 그가 헐리우드 기

술팀에게 의지했던 특수효과는‘추풍낙

엽’과‘전광석화’와같은고답적인수사

배급

미주 화사

제공

골든 하베스트

픽처스

센트로 디지틀

픽처스

출품인

추문회

주가흔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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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

문준

행정총지휘

요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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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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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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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검웅

아트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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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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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적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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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증경상

조명

황지명

시각효과

왕건명

센트로 디지틀

픽처스

출연

곽부성

보경운

정이건

섭풍

천엽진일

웅패

양공여

공자

사천화

진상

여요상

토불

황추생

검성

우 광

보경천

방중신

섭인왕

서기

초초

윤양명

우옥

왕지문

용수

정단서

문뉴뉴

장요양

석무존

주 상

독고명

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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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완성하기위함이었다.

제작기간2년과120억에이르는전

미문의 제작비로 골든 하베스트의 사운

을 걸고 완성한 <풍운>은 멀티미디어 시

를뒤늦게통감한 화의잘못된인과

관계이다. 120억의 예산 중 부분이

투입된 3-D 특수효과의 효과와 곽부성

과 정이건이라는 화려한 스타플레이를

내세운 <풍운>은 나날이 정교해져가는

(그리고 동시 를 살아가는 10 의 시

각자극을 장악하고 있는) 전자오락과

MTV 리듬의 뮤직 비디오(정확히는 스

타 TV)의 시각적 쾌감으로 포장된 멀티

미디어 복합상품이다. 여기에는 호금전

의 공간도, 장철의 인물도, 서극의 (무

협 화의 질적 전이를 위한) SFX도 없

다. 굳이 구를 찾아본다면 3-D로 재

현된 가상의 자연공간(푸른 나무 숲

과 낙산 불)과, 뮤직 비디오의 카리스

마에 의존하는‘스타’가 있을 뿐이며,

전자오락에서 만다라처럼 이어지는 수

백개의 주먹과 빠른 발차기같은 만화의

액션이 있을 뿐이다. 엔터 버튼에 반응

하듯 빠르게 상하단으로 이동하는 인물

의액션, 등장순서 로주인공의이름을

소개하는 자막에서 재회라는 마지막

자까지, 화적 어법보다는 만화적/오

락의 상어법이 어울리는 <풍운>은 실

재와 가상의 경계를 두려워 하지도, 의

식하지도 않는다. 항아리 속의 물을 끌

어올려장풍을쏘아올리고, 강물이만들

어내는 죽은 연인의 얼굴 등 <어비스>의

한장면을 보는 듯한 매끄러운 ILM 스

타일의특수효과, 반딧불과공중에쏘아

올려지는 점괘의 문자들의 매끄러운 질

감이 보여주는 <인디애나 존스> 스타일

의 특수효과, <고질라>와 <용가리>를 합

쳐놓은 듯한 화마왕과의 결투, 3-D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다양한 각

도로 잡아낸 관광명소 낙산 불. <풍운>

의 모든 것은 가상의 이미지일 뿐이다.

그런까닭에<풍운>의SFX는 화적실

재와 전도됨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실

재성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 가상을 현

실로 연결하는 SFX와 현실의 투박한

경계가 <풍운>이 가진 최소한의 화적

미덕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는것이다.

<열혈남아>의 촬 감독 출신답게, 직

접 촬 을 담당한 유위강은‘왕가위’의

스텝프린팅과 슬로우, 그리고 곽부성과

정이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점층

적인 점프컷, 요란한 핸드헬드와 소프

트 포커스 등,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을 섞어내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화

면 속에서 징소리와 피리 소리, 그리고

중국 특유의 복고적인 록비트는 테크노

라기 보다는 전자오락의 효과음에서 곽

부성과 정이건의 뮤직비디오까지 자유

자재로 스며든다(곽부성과 정이건에게

죽어가는 수많은 악당들도 당연히 그들

뮤직 비디오의 백댄서처럼 춤추듯 쓰러

진다).

<풍운>은 <촉산>과는 전혀 다른 의미

에서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것

은 <풍운>이 바라는 것처럼 무협 화의

새로운 전통으로서가 아니다. <풍운>에

는 무협의 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

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CD-ROM

을 통한 컴퓨터 모니터에도, 술병 옆에

비스듬히 세워진 까페의 케이블 TV에

도, 그리고북적거리는오락실의조악한

화면에도 어울릴 듯한 <풍운>은 홍콩에

서의 폭발적인 흥행과 동남아시아 시장

탈환의 성공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

는 골든 하베스트의 전략이 되고 말았

다. 중국 전통의 가치와 국제적인 시류

를언제나함께호흡하는홍콩 화가특

화된 가치(동남아시장, 그리고 전자오

락의 속도와 반복성, MTV의 편집리듬

과 함께 성장한 10 를 타겟으로 하는)

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풍운>은

화가 끝난 뒤에도, 동전 몇개만 넣으

면언제든지단계를조정하며다시시작

할수있을것같은환각을남긴다.

화의 새로운 100년이 다가오고 있

고, 우연히도 새로운 천년이 (홍콩에도)

다가오고 있다. 이 두가지의 우연이 만

들어낸 지협적인 조합이라기에는 <풍운

>의 성공이 심상치 않다. 화가 화이

기는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홍콩 화

가 홍콩 화이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것

일까?

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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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 정이건, 곽부성

화이트 발렌타인
양윤호감독

할아버지와단둘이살아가는어린소녀정민

은 위문편지를 보내는 군인아저씨 현준에게

선생님이라고 속이며 연락을 주고받는다. 휴

가길에 만나고 싶다는 현준의 편지에 정민은

약속장소에 나가지 못하고 떠나는 기차를 자

전거로 따라간다. 서점을 운 하는 할아버지

는 스무살이 되어서도 온통 그림에만 빠져있

는그녀를걱정하지만정민은 아랑곳하지않

는다. 외환딜러로바쁘게살아가던현준은그

의생일을축하하러오던길에교통사고로죽

은 애인을 잊지 못한다. 그녀가 생일선물로

선물한 비둘기와 함께 정민의 마을로 찾아든

현준은 작은 새 가게를 차린다. 다친 새들을

치료하며 새들과 함께 지내던 현준은 공원에

서 그림을 그리던 정민과 만나게 된다. 정민

은그에 한작은사랑을키워가지만현준은

죽은애인을잊지못하고괴로워한다. 괴로움

을달래기위해그녀에게편지를써서비둘기

다리에 날려보내고 우연히 비둘기 편지를 발

견한 정민은 누군지도 모르는 편지의 주인공

에게‘도움이되고싶다’는답장을보낸다. 

정민은 현준의 새 가게를 서성거리고 서로

가 편지의 주인공임을 모르는 둘은 가까워진

다. 오가는 편지 속에 정민은 현준이 자신과

위문편지를 주고받던 군인아저씨라는 것을

알게되지만그녀가마음에품은새가게의주

인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못한다. 편지의 주

인공을 밝히려는 정민은 비둘기 다리에 털실

을매어날려보내고그가현준임을알게된다.

새 가게를 정리하고 떠나려는 현준에게 정민

제작/배급

태창흥업 주식회사

제작자

김용국

프로듀서

김남희

제작실장

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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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찾아오고 둘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이

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잠이 든 현준의 모

습을 스케치한 그림을 남겨두고 정민은 살며

시 떠난다. 세월이 흐르고 새에 관한 책을 쓰

던 현준은 우연히『화이트 발렌타인』이라는

책을발견하고그책의저자가정민임을알게

된다. 정민의 그림과 책의 이야기로 모든 것

을알게된현준은정민을찾아가지만할아버

지가돌아가신뒤서점을정리하고떠난정민

과 간발의 차이로 스쳐지나간다. 눈 내리는

역에서기차를기다리던현준의등뒤로정민

이 기차에 오르고, 머뭇거리던 현준도 책을

벤치에둔채같은기차에오른다. 

이제 박신양은 멜러의 다른 이름이다.

그의이름석자를방패삼아기획되던충

무로의 수많은 시나리오의 두께만큼 그

의 애수어린 지고지순함을 스크린에서

확인하려는 관객의 줄은 줄어들지 모른

다. 데뷰작 <유리>가 그의 짧은 필모그

래피중에서가장어울리지않는작품이

돼버린순간, 즉<편지>와<약속>의메가

히트 후에 그는 양윤호 감독과 다시 만

났다. <유리>와 <화이트 발렌타인> 사이

의그화해할수없는간격 사이에는(박

상륭의『죽음의 관한 한 연구』와 연인들

을위한발렌타인데이사이의어색함만

큼) 한국 화의 규격상품‘멜러 화’가

걸어온 모든 욕과 시행착오, 그리고

헛된 믿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삼

년이라는 시간 동안 (멜러 이전의) 한국

화의 정서적 유행이었던 로맨틱 코미

디의 장르 안에서 <미스터 콘돔>을 만들

고‘신세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고백담처럼보이는10 화<짱>을찍

은 양윤호 감독에 비한다면 <편지>와 <

약속>으로 한걸음에‘한석규’옆에 나란

히 서게 된 박신양의 선택은 일관된 의

지마저느껴지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약속> 이후의 <화이트 발렌타인>을 선

택한 박신양의 출연은 초지일관의 전략

이 될 수 있지만, 차인표와 홍경인을 내

세운 <짱>이 개봉도 하기 전에 <화이트

발렌타인>의촬 을시작한양윤호감독

의 연출의도는 그 시작부터 종잡을 수

없다. 새로운 시작의 무모함과 배짱을

가지고 있었던 신인배우와 신인감독의

(그리고 동국 학교 연극 화과 동창

인) 해후가 이토록 덧없는 한숨으로 기

억되는것은분명비극일것이다.

외환딜러(사실 그것 역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수트를 입고 컴퓨터 앞

에서 피곤한 듯 고함치는 현준의‘이미

지’로 추측하자면 아마도 그와 유사한

유망 전문직업임을 유추할 수 있다)로

잘나가던남자는생일날애인을사고로

잃는다. 그녀가선물한비둘기를상처딱

지처럼안고작은시골마을로들어온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라는 노래가 절로

나올 법한 작은 마을은 꿈꾸는 소녀의

공간처럼 적당히 낡고 앙증맞은 장소로

탈현실화하여 동화적인 환타지로 옮겨

간다. 강아지를 안은 정민이 현준이 날

린비둘기를기다리는작은다락방과할

아버지의 서점, 할머니의 꽃집, 정민을

짝사랑하는소년이일하는레코드가게,

그리고현준의새가게들은단조로운시

골마을의 정서를 드러내기 보다는 화

의모든공간을인공적인세트로바꾸어

놓는다. 그인공의세트속에서(역시정

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의 과거와

관련된) 상처를 가진 소녀는 작은 풋사

랑을키워간다. 이야기가전개되면전개

될수록 장르의 컨벤션과 음악의 무드만

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예정된 수순의 <

화이트 발렌타인>에서 박신양이 짊어진

무게는 이 화의 모든 것이다. 박신양

이라는 스타 아이콘은 한석규와는 달리

점점더그자신의페르소나를증발하고

그자체로장르가되어간다(구태여비교

하자면 헐리우드의 구조 속에서 한석규

가게리쿠퍼가되어간다면박신양은존

웨인과 같은 의미의 구조를 닮아간다).

박신양은 멜러 화를 보러 온 여성관객

들이 아름다운 여배우의 눈물에 스스로

의 눈물을 투사할 시간마저 주지 않는

다. 그는 관객으로 하여금 여배우의 눈

물보다는 굳게 다문 그의 안에 감추어

진‘무엇’(그것이 슬픔이건 애증이건 분

노이건)에시선을잡아끄는재주를가졌

다(따라서당연히그매력의무게중심을

잡아줄 여배우는 최진실이나 전도연이

되어야만하는지도모른다. 전지현이아

니라). 하지만 관객들을 빨아들이는 그

의 매력, 언제나 어눌하게 두번씩 반복

하는말투, 사연을간직한듯한우울, 그

리고 한 여인을 향한 지고지순한 그의

사랑은 TV 시리즈「내 마음을 뺏어봐」

나 <편지> 그리고 <약속>에서도 언제나

똑같은것이지않았던가?

박신양의 멜러 페르소나가 화의 부

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버린 <화이트

발렌타인>에서 일상에 한 여러 장치

는 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장치로 끝나버린다. (유쾌한 비교는 아

니지만) 나이든 남자의 주변을 둘러싸

고 있는 죽음의 공기, 그리고 생기있는

소녀, 반복되는 엇갈림, 그리고 일상의

묘사에 한 집착은 <8월의 크리스마스

>를 연상케 하지만 리얼리티로의 지향

점을 가졌던 <8월의 크리스마스>와 환

타지로 나아간 <화이트 발렌타인>의 분

수령은너무나명확하다. 현준의가게에

놀러간정민이현준과나란히소파에앉

아있는‘소파미장센’(현준이잠이드는

설정까지도 유사한)과 잠겨진 유리문을

들여다보며 현준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정민의 모습이 담긴‘유리창 미장센’은

불쾌한‘혐의’를 지울 수 없게 만든다.

<8월의 크리스마스>의 리얼리티가 동화

가 되어버린 <화이트 발렌타인>은 또 다

른 동화의 설정을 빌려온다. 기약없이

죽은연인을향해편지를뛰우는남자가

(여자가) 답장을 받는다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설정은 이와이 순지의 <러브

레터>를 통해‘모두’다 알고있는 익숙

한것이아니었던가? 

PS ; <유리>, <편지>, <약속>, <화이트

발렌타인>. <유리>, <미스터 콘돔>, <짱

>, <화이트 발렌타인>의 교집합. 그 중

어울리지 않는 한편의 화를 제외한다

면 모두 한편의 하이틴 로맨스 소설의

주제어같은 화사이에서어긋나는양

윤호 감독과 박신양의 다음 필모그래피

는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양윤호 감독

의 동국 학교 졸업작품이었고 그의 동

세 화동료들이기꺼이지지했던단

편 화, <가변차선>의 진지함과 성실함

을 양윤호 감독과 박신양 모두가 다시

기억해야될때는아닐까?

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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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dds & End…

화를 소개하는 내용은

광고에서 사용한 헤드 카피입니다. 

카피의 진담 여부는 믿거나 말거나!

도협1999 

감독왕정

주연유덕화, 주인, 장가휘, 자자웅

“도박계를 평정하는 20세기 마지막 승부

사!!”

머시너리2

주연올리버그루너

“액션의신화를다시쓴다!”

메이커The Maker

감독팀헌터

주연 매튜 모딘, 마이클 매드슨, 메리 루이

스파커

“무차별총격의클라이막스”

쇼걸2 Show Girls

감독스튜어트어반

주연 귀네비어 터너, 크리스틴 앤홀드,

탐벨

“지하 실, 매일밤 그곳에서 벌어지는 가

장외설적이고자극적인쇼!!”

저스티스Justice

감독조아킴어스가스

주연제임스벨루시, 트레이시니드햄

“이것이바로액션쾌감이다”

철인사천왕

감독김혁, 김강덕, 김현석, 박승현

“새천년, 백퍼센트디지털로부활한한국

로봇애니메이션!”

하이잭Hijack

감독위스카이터

“이제당신의호흡을강탈한다!”


